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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산화물 전해질의 원자층 증착 공정시 플라즈마 인가를 통한 공정
전력 감소
Reducing the Process Energy through Applying Plasma in Atomic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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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ergy saving effect of reactant plasma in Atomic Layer Deposition (ALD) of ultrathin solid oxide fuel cell electrolyte
was examined by measuring electrical current in real time. Actuating a plasma generator led to a remarkable change in
electric current and therefore a Plasma Enhanced ALD (PE-ALD) Yttria-Stabilized Zirconia (YSZ) supercycle demanded
~12% higher process energy than a Thermal ALD (T-ALD) YSZ supercycle. Nonetheless, because PE-ALD YSZ electrolyte
providing higher growth rate and higher gas tightness needed 2 times smaller cycle number compared to T-ALD YSZ
electrolyte, applying oxygen plasma in ALD of YSZ electrolyte resultantly reduced total process energy by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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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를 시연하였다. 연료전지는 섭씨 350도에서 약 1.05 V의 개회로
전압을 생성하였다.4 Hong 등은 ALD 기법으로 증착되는 약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과 우수한 연

180 nm 두께의 YSZ 전해질을 가지는 다공성 세라믹 기판 지지

료 유연성으로 인해 유망한 전기 생산 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시연하였다.5 연료전지는 섭씨 450도

하지만,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높은 작동 온도로 인해 재료 선

에서 약 1.05 V 의 개회로전압을 생성하였다. Park 등은 ALD

1

택의 폭이 좁고 열 충격 가능성이 높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기법으로 증착되는 약 500 nm 두께의 YSZ 전해질을 가지는 다

매우 작은 오믹 저항을 가지는 초박막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

공성 세라믹 기판 지지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시연하였다.6

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작동 온도를 수백 도 낮추는 효과적

연료전지는 섭씨 450도에서 약 1.1 V의 개회로전압을 생성하

1

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초박막 전해질은 물리적
기상 증착법, 화학적 기상 증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
2

작된 바 있다. 최근, 매우 얇고 치밀한 박막을 형성할 수 있는

였다.
비록 ALD 기법을 통해 매우 작은 오믹 저항을 가지면서도
기체 기밀도가 높은 전해질을 형성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법의

원자층 증착(Atomic Layer Deposition, ALD) 기법은 고체산화

자기제한적 성장 거동은, 다소 긴 성막 시간으로 인해, 결과적으

물 연료전지를 위한 초박막 전해질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 바

로 높은 전력 소비를 요구하며 연료전지의 제작 비용을 높이는

있다.3 Shim 등은 ALD 기법으로 증착되는 약 60 nm 두께의 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제품 단가를 줄이기 위

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Yttria-Stabilized Zirconia, YSZ) 전

해서는 ALD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이클 수를 최소화할 필요

해질을 가지는 실리콘 기반 Free-Standing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가 있다.7 최근,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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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utilized atomic layer deposition
(ALD) system with a plasma generator (SS and MFC stand
for stainless steel and mass flow controller, respectively)

Fig. 2 Current variation versus time in plasma enhanced ALD (PEALD) of a zirconia monolayer and its operational status
(inset)

반응제 노출 단계에서 산소 플라즈마를 적용하여 YSZ 전해질
제작을 위한 ALD 공정의 사이클 수를 대폭 줄이는데 성공한
바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산소 플라즈마의 적용에

0.4초의 샘플 취득 주기를 가지는 교류 클램프 미터를 통해 실

의한 공정 전력소비 절감 효과는 정량적으로 평가된 바 없다.

시간으로 측정되었다(3280-20F, HIOKI, Japan). YSZ 초박막 전

본 연구에서는, 기체 기밀도가 확보된 YSZ 초박막 전해질의

해질의 기체 기밀도 평가를 위한 개회로전압 측정을 위해 양극

ALD 공정에 있어서 산소 플라즈마 적용에 대한 전체 공정 전력

산화 알루미늄 기판/Pt 수소극/YSZ 초박막 전해질/Pt 공기극으

소비 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공정과 산소 플

로 이루어진 단위 셀이 사용되었다. 그 외 상세한 측정 조건은

라즈마가 적용된 공정은, 각각, T-ALD (Thermal ALD) 기법과

저자의 이전 연구로부터 확인 가능하다.8

PE-ALD (Plasma Enhanced ALD) 기법으로 명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 방법
2.1 초박막 전해질 제작

3.1 플라즈마 생성 인가 전류 파악

YSZ 초박막 전해질은 플라즈마 생성기가 설치된 상용 ALD

플라즈마 생성을 위해 필요한 전류를 파악하기 위해, 지르코

시스템(Atomic Premium, CN1, Korea)을 사용하여 T-ALD 기법

니아 단일층 PE-ALD 공정에 대한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 양

과 PE-ALD 기법을 통해 제작되었다. Fig. 1은 ALD 시스템의

상을 살펴보았다(Fig. 2). Fig. 2에 삽입된 표는 주요 부품들의

주요 부품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T-ALD 지르코니아 단일층 제

작동 상태(On/Off)를 나타내고 있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조법은 지르코늄 전구체 노출 3초, 아르곤 가스 퍼지 40초, 산

아르곤/산소 가스의 유동을 조절하기 위한 부품들의 작동 유무

소 반응제 노출 1초, 아르곤 가스 퍼지 40초로 구성하였다. 그

는 인가 전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플라즈

리고, T-ALD 이트리아 단일층 제조법은 이트륨 전구체 노출 3

마 생성기를 작동시키는 시키는 것(약 52초 후 발생)은 약 1.6 A

초, 아르곤 가스 퍼지 80초, 산소 반응제 노출 1초, 아르곤 가스

의 전류 증가를 이끌었다.

퍼지 80초로 구성하였다. 8 mol% 이트리아 함유 YSZ 증착을
위한 지르코니아 ALD 대비 이트리아 ALD의 사이클 비율은

3.2 단일 사이클 전력 소비량 비교

7:1로 설정하였다. PE-ALD YSZ 공정에 있어서 8초 동안의

Figs. 3(a)와 3(b)는 각각 T-ALD YSZ 단일 사이클과 PE-

50 W 산소 플라즈마 인가 단계를 산소 반응제 노출과 아르곤

ALD YSZ 단일 사이클에 대한 시스템 부하 전류의 변화를 보

가스 퍼지 단계 사이에 삽입하였다. 그 외 상세한 제작 조건은

여준다. 앞 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플라즈마의 생성은 눈에 띄는

3,8

저자의 이전 연구들로부터 확인 가능하다.

전류 인가량 증가(약 1.6 A)와 100초만큼의 공정 시간 증가를
야기하였다. 결과적으로, PE-ALD YSZ 단일 사이클의 전력 소

2.2 전기적/전기화학적 측정
60 Hz 교류 220 V 전기를 통해 작동되는 ALD 시스템의 전류는

비량은 T-ALD YSZ 단일 사이클의 전력 소비량보다 약 12%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Fig.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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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chematic diagram of T-ALD YSZ electrolyte and PEALD YSZ electrolyte cells generating open circuit voltages
above ~1.1 V and (b) their total energy consumption in
process

전해질을 통해서도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Current variation versus time in (a) thermal ALD (T-ALD)
Yttria-Stabilized Zirconia (YSZ) supercycle and (b) PE-ALD
YSZ supercycle and (c) their energy consumption in process

한편, 약 0.1 nm/사이클의 증착율을 가지는 T-ALD YSZ 전해
질은 100 nm의 두께를 형성하기 위해 1000사이클 수가 요구되
었고, 0.14 nm/사이클의 증착율을 가지는 PE-ALD YSZ 전해질
은 70 nm의 두께를 형성하기 위해 500 사이클 수가 요구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체 기밀도가 확보된 PE-ALD YSZ 전해질은 상

3.3 공정별 전해질 두께 및 사이클 수 결정
YSZ 초박막 전해질의 기체 기밀도 평가를 위해 200 nm 이하
의 두께를 가지는 T-ALD YSZ 그리고 PE-ALD YSZ 전해질 연

대적으로 얇은 두께와 높은 증착율로 인해 절반의 사이클 수를
필요로 하였다.

료전지들에 대한 개회로 전압을 측정하였다. 요약하면, 1.1 V
이상의 개회로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T-ALD YSZ 전해질

3.4 전체 공정 전력 소비량 비교

과 PE-ALD YSZ 전해질이, 각각, 100 nm와 70 nm보다 두꺼울

최종적으로, 전체 전력 소비량은 단일 사이클 당 전력 소비량

필요가 있었다(Fig. 4(a)). 충분히 높은 기체 기밀도를 제공하는

을 단일 사이클 반복 횟수와 곱하여 산출하였다. Fig. 4(b)의 왼

PE-ALD YSZ 전해질의 두께(100 nm)가 T-ALD YSZ 전해질의

쪽과 가운데 막대 그래프는, 각각, 100 nm 두께의 T-ALD YSZ

두께(70 nm)보다 훨씬 얇은 이유는 1) 상대적으로 높은 체적 밀

전해질과 70 nm 두께의 50 W 산소 플라즈마 PE-ALD YSZ 전

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불순물 함유도 그리고 2) 상대적으로 낮

해질 공정에 대한 전체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다. 단일 사

은 등방성 때문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9-11 첫번째로 제시하는 이

이클 당 전력 소비량(Fig. 3)과는 대조적으로, 70 nm 두께의

유와 관련하여 플라즈마 인가에 의한 반응제의 활성화는 막의

PE-ALD YSZ 전해질 제작 공정의 전체 전력 소비량은 100 nm

9

체적 밀도와 순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체적

두께의 T-ALD YSZ 전해질 제작 공정보다 약 44% 높았다. 이

밀도가 높다면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아도 전해질을 통한 기체

러한 전력 소비 절감 효과는,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백히

투과도가 낮아질 것이다. 아울러, 막의 불순물 함유도가 낮으면

PE-ALD YSZ 공정에 있어서의 상대적으로 적은 사이클 수에

두께가 얇아도 전해질의 통한 누설 전류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

의한 것이다.8 만약, 기체 기밀도가 높은 전해질을 제작하기 위

10

질 것이다. 두번째로 제시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플라즈마 인가

한 요구 사이클의 수가 동일하고 플라즈마 출력을 500 W 만큼

로부터 기인하는 재결합 현상의 증가는 자기제한적 성장 거동

높게 설정한다 하더라도, 전체 전력 소비량은 50 W 출력의 플

특성을 낮추어 등방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11-13

라즈마 인가 시와 비교하여도 단 8% 만큼만 높았다(플라즈마 출

등방성의 저하는 하부전극에 형성되어 있는 기공을 보다 얇은

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막의 질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증착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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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면 전체 전력 소비량은 8%보다도 작아질 것이다).
종합하면, 플라즈마 인가는 단일 사이클의 전력 소비량은 다
소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전해질 제작 공정의 총 비용을 감소
시키며 연료전지 제품 단가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결론
작동 중 ALD 시스템의 전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저온 고
체산화물 연료전지용 초박막 전해질 제작 공정에 있어서의 전
력 소비량 절감을 위한 플라즈마 인가 효과를 정량적으로 살펴
보았다. 플라즈마를 산소 반응제 노출 단계에서 인가하는 것은,
T-ALD YSZ 공정에 비해, 약 12%의 단일 사이클 전력 소비량
을 증가시킨 반면 전체 전력 소비량에 있어서는 약 44%의 감소
를 이끌었다. 따라서, ALD 공정에 있어서의 플라즈마 적용은
총 공정 전력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저온 고체산화
물 연료전지를 위한 초박막 전해질의 에너지-환경 친화적 제작
공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연료전지 제품 비용을 결
정하는 중요 요소로 고려되는 초박막 고체산화물 전해질 제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ALD 시스템은 플라즈마 생성기보다는 재료/
기판의 온도 조절을 위한 히터와 진공도 유지를 위한 펌프가 총
전력 소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작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품들에 대한 에너지 절감 또한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형 ALD 시스템의 경우 플라즈마
생성을 위한 전력 소비량이 총 전력 소비량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며, 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는 반응제가 요구하는 플라즈마 출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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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스 배관 형상의 최적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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