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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용액공정 ZnO/Ag나노와이어/ZnO 전극 기반의 

반투명 고분자 태양전지

울 산 대 학 교

물 리 학 과

서 정 훈

유기 태양 전지는 제작 과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기계적인 

유연성을 함께 가지는 등 현대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액 반도체 고분자와 수용성 

플러렌(fullerene) 유도체의 혼합물을 기반으로 하는 bulk-heterojunction(BHJ) 

고분자태양전지(PSCs, Polymer Solar Cells)는 이미 반투명 박막 형태의 얇은 

광활성층을 사용하고 있다는 구조상 특징으로 인해 미래형 투명 또는 반투명 

태양전지로의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태양전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반투명 

태양전지(Semi-transparent PSCs)는 빌딩 통합형 태양전지(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의 핵심 요소로써 미래 에너지 자립형 건물 구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Ag) 나노와이어(NW)와 ZnO 를 

기반으로 용액 공정이 가능한 oxide/metal/oxide(OMO) 구조를 상부 전극으로 

활용하여 반투명 고분자 태양 전지를 구현하였다. 스핀 코팅과 스프레이 코팅법을 

활용해 구현한 ZnO/AgNW/ZnO OMO 반투명 전극은 AgNW 의 두께에 따라 

40-75% 정도의 평균 투과율을 보여주었고, poly(3-hexylthiophene-2,5-diyl) 

(P3HT)와 [6,6]-phenyl C61 butyric acid methyl ester(PC61BM)를 광활성층으로 

사용한 고분자 반투명 태양전지에서는 5-20%의 전체 소자 투과율을 보여주었다. 

가장 최적화된 조건의 소자에서 도출된 최대 에너지 변환 효율은 2.2%를 

기록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Al 전극을 사용한 기존 소자 대비 61%의 에너지 변환 

효율 값으로 반투명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값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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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현재 세계 인구 증가는 약 8300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다. 세계 인구는 1830 년 약 10 억 명에서 2015 년 약 70 억 명까지 

증가하였고, 2018 년에는 약 76 억 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1).[1]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또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인류는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다. 이에 인구 증가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는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석탄의 소비량을 함께 증가시켰으며, 

그중에서도 석유의 소비량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2] 매년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만으로는 

증가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최근 신재생에너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통칭하는 용어로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가 해당되며, 재생에너지 범주에는 지열에너지(Geothermal 

energy), 수력에너지(Hydropower), 수소에너지(Hydrogen energy), 태양에너지 

(Solar energy), 풍력에너지(Wind energy), 바이오메스 에너지(Biomass energy) 

등이 속해있다. 

그림 2, 1830 – 2015 년까지 세계 인구 증가 및 에너지소비량

(출처: Energy Matters euanmear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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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에서 오는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서 이용하는 태양전지와 관련된 기술이 미래 에너지 문제 해결의 선두 주자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태양전지는 우리 생활의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미 친숙한 에너지원으로 인식되어 있다. 가로등에 태양전지가 설치되어 낮 

시간대에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땅속에 설치된 배터리에 모아 두었다가 밤 

시간대에 사용하기도 하고, 휴대 조명 시스템이나 모바일 충전용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방식에서 통신선로에서 신호를 전송할 때 거리에 의해 

감쇠된 전송신호를 새롭게 재생하여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리피터(Repeater) 

에도 태양전지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친숙한 형태의 태양전지 활용은 그림 2 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택 지붕에 패널형식으로 설치되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는 태

양전지의 대표적인 활용 중 하나로 건물이나 주택에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전기를 

그림 3. 가정집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출처: ProspectSolar, Why Solar Panels Can Actually Look Great)

생산하여 외부에서 공급받는 필요 에너지의 양을 줄이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않아도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완전 에너지 자립형 건물 실현을 시도하기도 한다. 외부로

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건물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너지로 유지되는 건물을 

제로에너지 빌딩(Zero-energy building)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제로에너지 빌딩은 

건물은 단열·차열 시공, 조명, 환기 등이 최적화 된 구조로 설계되어 에너지의 손실

을 줄임과 동시에 태양전지와 같은 자체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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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생산하여 건물 전체를 가동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즉, 단순 에너지 소비형 

건물에 에너지 생산 능력을 부여하여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자립형 건물의 실현을 위해서 건물 외벽이

나 창문 등에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Building-intergrated photovoltaic)를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는 무기태양전지를 사용하여 불투명

하게 제작되기 때문에 건물 지붕에 올리거나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 설치하는 방식으

로 제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설치된 태양전지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고 태양빛을 많이 받아야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하기 때문에 위치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유로 최근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에 투명성을 추가하여 창문이나 창

호, 빌딩의 외벽 등으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다각적으로 시도 되고 있다. 더불어 건축

물에 심미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창문에 설치되는 BIPV 태양전지의 경우 색

상의 다양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3-11] 이러한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를 구현 시킬 

수 가능성 높은 제 1 후보로 유기태양전지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림 4. 미래형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사진

(출처: Solar Power Portal, European solar funding released for 

grid integration and BIPV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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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기태양전지 

1.2.1. 유기태양전지 개발 역사

  유기태양전지의 역사는 1986 년 C. W. Tang박사가 copper pthalocynine(CuPc)과 

perylene tetracarboxylic derivative를 이용하여 bi-layer 구조로 1%의 에너지 효율

을 보이는 유기태양전지를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12] 이때 차세대 태양전지로서의 

실용화 가능성을 처음 제시하였고, 이후 유기태양전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폭되

었다. 2005 년 UCLA의 Y. Yang그룹에서 poly(3-hexylthiophene-2,5-diyl) 

(P3HT)와 [6,6]-phenyl C61 butyric acid methyl ester(PC61BM)을 광활성층으로 

이용하여 4.4%의 효율에 도달하였다.[13] UCSB의 A. J. Heeger 그룹에서는 고온 후

열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고분자의 결정성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활성층을 구

성하는 재료들의 상 분리 특성을 향상시켜 5%의 효율을 달성하였다.[14] 미국국립재

생에너지연구소(NREL)의 발표에 따르면 2015 년에 Hong Kong UST에서 발표한 

11.5%의 효율이 현재 유기태양전지 최고 효율로 공인되어 있다.[15] 최근에는 효율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갖는 태양전지나 반투명한 태양전지 등 유기태양전지를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5. NREL의 태양전지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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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유기태양전지의 구동 원리

그림 6. 유기태양전지의 구동 원리, Photo-induced charge transfer[16]

유기태양전지의 구동은 기본적으로 광유도 전하 분리(photo-induced charge 

transfer) 현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성 고분자에 빛이 입사하면 여기된 전

자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주위의 C60 등의 전자받개(Accepter) 물질로 이동하는 

현상이 광유도 전하 분리 현상이다. 실제 소자의 구동원리를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유기태양전지에 빛이 입사하게 되면 전자주개(Donor) 물질에서 

빛을 흡수하여 여기 상태의 엑시톤(Exciton)이 생성된다. 엑시톤이 생성된 후에 확

산, 분리, 수송, 수집의 4 단계를 거치면서 전기가 생성되게 된다. 확산단계에서는 

생성된 중성 엑시톤이 유기물 내의 불균등한 축적에 의해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계이다. 이후 엑시톤이 전자받개와 전자주개 물질 사이의 계면을 만나면 전자는 

전자 이동도가 큰 전자받개 물질 쪽으로 이동하고, 정공은 전자주개 물질 쪽으로 이

동하면서 전하 분리가 진행된다. 분리된 전자와 정공이 수송단계에 들어가면서 양극 

사이의 일함수 차이로 발생된 내부 전기장의 영향으로 각각의 전극으로 이동하게 되

고, 수집단계에서 이동한 전자와 정공이 외부 회로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를 광기전

력효과(Photovoltaic effect)라고 한다.  

1.2.3. 유기태양전지의 구조

유기태양전지의 기본적인 구조는 양극과 광활성층, 음극이 층층이 쌓인 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 유기태양전지는 음극이나 양극으로 사용되는 전극의 위치에 따라 정구조

(Conventional)와 역구조(Inverted structure)로 나뉜다. 정구조 유기태양전지에서는 

투명전극인 indium tin oxide(ITO)를 정공이 도달하는 양극(Anode)으로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일함수(Work function)를 가지고 있는 Al, Ca 등의 금속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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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 도달하는 음극(Cathode)으로 활용하여 소자를 제작한다. 하지만 전극의 산화

와 Al 이 광활성층으로 침투하여 수명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된 것이 역구조 태양전지이다. 역구조 태양전지는 ITO 를 

음극으로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일함수가 높은 Ag 나 Au 를 양극으로 사용하여 제작

된다. 정구조 태양전지와 역구조 태양전지 두 경우 모두 전하 이동의 모티브가 되는 

내부 포텐셜 기울기를 보강하기 위해 ZnO, TiO2 와 같은 금속산화물을 광활성층과 

전극 사이에 전자수송층으로 도입한다. 

   유기태양전지는 현재 상용화된 실리콘 태양전지와 달리 수백 나노미터정도의 

얇은 광활성층을 사용하는 태양전지이다. 광활성층은 전자주개 물질과 전자받개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주개층과 전자받개층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따라 두 가지 배열로 나누어진다. 전자주개층과 전자받개층이 서로 분리되어 층을 

이루고 있는 bi-layer 구조와, 전자주개 물질과 전자받개 물질이 한 층에서 서로 

섞여있는 bulk-hetero junction(BHJ) 구조로 분류된다 (그림 7).[17,18] BHJ 구조는 

bi-layer 보다 전자받개와 전자주개가 만나는 계면의 면적이 수백 배 커지게 되므로 

엑시톤 생성 및 전하수송에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유기태양전지는 

bi-layer 보다는 BHJ 구조가 광활성층 구성 방법으로 더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그림 7. Bi-layer 구조와 BHJ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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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4. 유기태양전지의 특성분석

태양전지의 전력 변환 효율(PCE, Power Conversion Efficiency)은 전류-전압 

() 측정 결과를 통해 계산된다. PCE 의 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 된다.[19] 

위 식에서 는 개방전압(Open circuit voltage)을 의미한다. 태양전지 양단을 

개방하여 전류를 0 으로 만들면 발생하는 전압차이가 이다. 유기태양전지에서 

는 대부분 전자주개의 최고준위 점유분자궤도(HOMO,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와 전자받개의 최저준위 비점유분자궤도(LUMO,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20]

   는 단락전류(Short circuit current)를 의미하며, 외부 회로를 단락시키면 

회로를 따라서 흐르는 전류이다. 단락전류는 태양전지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전류의 값이다. 빛이 흡수되어 생성된 엑시톤이 다시 재결합하거나 손실되지 않고 

회로 내부에 얼마나 흐르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활성층에서 많은 양의 빛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넓은 파장영역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는 곡선인자(Fill factor)를 의미하며, 태양전지의 성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인수이다. 빛이 흡수되어 나온  곡선에서 와 의 곱을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고 이상적인 값이 1 이라고 하였을 때, 그래프에서 소자의 구현비가 사각형에 

얼마나 채워지는지를 계산한 비율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max와 max는 측정된  곡선에서 최대 일률을 가지는 지점을 의미한다.[7]

  × 

max ×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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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태양전지의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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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유기태양전지는 무기태양전지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며, 

roll-to-roll 이나 프린팅(Printing)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과정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진 소자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무기태양전지와 다르게 광활성층(Active layer)가 100 nm 정도로 매우 얇기 

때문에 이미 투명성을 가진다는 점은 미래의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로 사용되기에 

매우 적합하다.[21-23] 본 실험에서는 얇은 광활성층이 가지는 투명성에 투명한 

전극을 사용함으로써 반투명한 태양전지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태양전지는 광활성층 물질로 P3HT 와 PC61BM 을 사용한 

소자로 기본적인 구조는 ITO 투명전극 위에 정공수송층(Hole transport layer) 

역할을 하는 PEDOT:PSS(PH1), 광활성층, 전자수송층(Electron transport layer) 

역할을 하는 ZnO 층, Al 상부 전극이 차례로 적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9

a). 이러한 정구조 소자는 그림 9 a)의 소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부 

알루미늄 전극으로 인해 불투명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래형 BIPV 에 

적용가능한 반투명 태양전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부 알루미늄 전극을 우선 

투명한 전극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투명전극을 만드는 방법은 ITO 나 Fluorin-doped tin oxide(FTO)와 같은 투명 

전도 산화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전도성이 높은 PEDOT:PSS 혹은 graphene,  

탄소나노튜브, AgNW 등이 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를 결합하여 전극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oxide/metal/oxide(OMO) 구조가 있다. OMO 구조는 

안정성이 높으며, 얇은 금속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낮은 저항뿐만 아니라 유연하다는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24] 일반적인 OMO 투명전극의 경우 진공 증착법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진공 증착법으로 제작했을 때는 과정이 복잡하고, 복잡한 

설비가 필요하며 증착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공증착법 대신 더 단순한 용액공정법으로 OMO 전극을 

제작하고자 ZnO nanoparticle 과 Ag nanowire(AgNW)를 활용하여 보았다. OMO 

전극의 성능은 AgNW 층의 성능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MO 

전극을 구성하는 AgNW 층의 형성 방법에 변화를 주면서 반투명 태양전지의 효율 

최적화 과정을 연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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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 일반적인 Al 전극을 사용하는 소자와 b) AgNW를 기반으로 하는 OMO 

전극을 사용한 소자의 구조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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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실험

2.1.1. 기판 준비

실험에 사용된 기판은 ITO가 패턴 되어있는 유리 기판을 사용하였다. ITO 기판은 

아세톤과 이소프로필알코올에 각각 20분씩 초음파세척기로 세척한 후 남아 있는 수

분이 충분히 제거 되도록 110 ℃의 오븐에서 2 시간 이상 건조시켜 준비하였다. 이

후, 1 시간동안 UV-Ozone cleaner를 사용하여 기판의 표면 상태를 친수성으로 바

꾸어 표면에 PEDOT:PSS 용액의 코팅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2.1.2. 시료 준비

  광활성층 용액은  P3HT와 PC61BM을 1:1 비율로 chlorobenzene(CB) 용액에 1 

wt%로 녹여 준비하였다. 적절한 P3HT와 PC61BM 상분리를 얻기 위해 chloro- 

naphthalene(CN)을 processing additive로 3 % 첨가해 주었다. 준비된 광활성층 용

액은 질소로 채워진 글로브박스 안에서 30 ℃의 온도로 300 rpm의 속도로 하루 동

안 교반시켜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수송층으로 사용되는 ZnO nanoparticle은 2.5 wt%로 이소프로필알코올에 ZnO

가 희석 되어있는 용액 형태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구매한 원 용액은 다소 

농도가 높아 이소프로필알코올을 10 배 더 추가하여 희석해 사용하였다. 정공수송층

은 PEDOT:PSS(PH1)을 사용하였다. 

AgNW 용액은 이소프로필알코올에 AgNW(20 nm  diameter, 20 μm length, Nano 

clean tech)가 10 mg/ml로 희석되어있는 용액을 구매하여 이소프로필알코올과 2:1 

비율로 한 번 더 희석하여 준비하였다.

2.1.3. 소자 제작

  정공수송층으로 사용된 PEDOT:PSS(PH1) 용액은 0.22 μm polytetra- 

fluoroethylene(PTFE) filter에 우선 통과시켜 혹시 남아 있을 불순물이나 뭉친 부분

을 제거한다. PEDOT:PSS(PH1) 전공수송층은 UV-Ozone 처리한 패턴화된 ITO 기

판 위에 4000 rpm의 속도로 30 초간 spin coating 방법을 이용하여 형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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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50 ℃의 핫플레이트 위에서 10 분간 열처리하여 남아 있는 용매가 충분히 제

거 되도록 하였다. 광활성층과 전자수송은 질소로 채워진 글러브박스 안에서 spin 

coating 방법으로 필름을 형성하였다. 광활성층은 준비된 시료를 0.22 μm PTFE 

filter에 통과시킨 후 1000 rpm의 속도로 60 초간 코팅하고 80 ℃의 핫플레이트 위

에서 10 분간 열처리 하였다.

ZnO와 AgNW로 구성된 OMO 전극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래 ZnO 층을 

5000 rpm의 속도로 30 초간 spin coating하고 80~150 ℃의 온도에서 10 분간 열

처리한다. AgNW를 코팅은 spin coating과 spray coating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

였다. spin coating 방식은 1000 rpm에서 30 초간 1~4 회 코팅하였고, 열처리는 

80~150 ℃로 진행하였다. Spray coating 방식은 spray의 높이를 조절하며 300 rpm

으로 회전하는 기판위에 1~4 회 분사 하여 AgNW 층을 형성하였다. 마찬가지로 코

팅된 전극은 80~150 ℃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였다. 상부 ZnO 층은 3000 rpm의 속

도로 30 초간 코팅하고 80~150 ℃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OMO 전극 형성을 완성

하였다. 

  

2.1.4. 소자 특성 측정 

  제작된 소자의 태양전지 특성은 AM 1.5G(100 mW/cm2) 조건의 솔라 시뮬레이터

(Newport Co, Oriel LCS-100)를 빛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솔라 시뮬레이터의 파

워는 standard Si-photodiode detector와 KG-3(Newport Co, Oriel)를 이용하여 교

정 하였다.  특성 측정은 source measurement(Keithley 2401)를 이용하였고, 

External quantum dfficieny(EQE) 측정은 (Newport Co, Oriel IQE-200)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투과율 측정은 Varian, Cary 5000 UV/Vis spectrometer을 이용하였

다.

그림 10. a) 솔라 시뮬레이터, b) Cary 5000 UV/Vis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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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Atomic force microscope (AFM) 측정

AFM 측정은 SII NanoTech 사의 Nano Cute을 사용하였으며 AgNW의 표면 이미

지와 표면의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AFM 측정 영역은 10 μm×10 μm을 사용하였고, 

0.52 Hz의 속도로 측정하였다.

그림 11. 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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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투과율 측정 결과

그림 12 코팅 횟수에 따른 소자의 사진 (a) 1회, (b) 2회, (c) 3회, 

코팅 횟수에 따른 소자의 태양광 아래서의 사진 (d) 1회, (e) 2회, (f) 3회

  

  투과율은 반투명 태양전지의 중요한 성능 요소 중 하나이다. 투과율을 확인하기 

위해 코팅 횟수에 따른 투과율을 전체소자와 전극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측정하였으

며, 실제 태양광 아래에서 육안으로 보는 소자의 투명성을 관측하였다. 그림 12의 

(a), (b), (c)는 AgNW를 각각 1, 2, 3 회 코팅한 소자를 찍은 사진이다. 육안으로 

봤을 때, 1 회 코팅한 소자는 2, 3 회 코팅한 소자보다 투명해보이고, 2, 3 회 코팅

한 소자는 차이를 실감하기 어려우나 분광기를 이용하여 투과율을 측정하였을 경우 

코팅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투과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 14).  

0~650 nm 영역의 낮은 가시광선 투과율은 광활성층의 흡수에 의한 것이다. 최고 

효율을 보였던 3 회 코팅한 소자의 투과율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약 

18%로 확인 되었다. 18%의 투과율은 실생활에 적용되었을 때, 시야에 방해가 되거

나 뒤쪽의 물체나 배경을 보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그림 12을 통해서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높은 성능의 반투명 태양전지를 위해서는 성능 개선뿐

만 아니라 투과율의 증가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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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코팅 횟수에 따른 소자 전체의 투과율  

그림 14. 코팅 횟수에 따른 소자의 전극부분 투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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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gNW 층의 최적화

  OMO 전극의 중간 AgNW 층은 spin coating 또는 spray coating 방식을 이용하여 

형성하였다. 각각의 코팅 방법에 대한 최적 제작 조건을 구하기 위해 전극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두께 최적화 과정부터 진행하였다. 

2.3.1. Spin coating

두께는 spin coating 하는 횟수를 1~4 회까지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조절하였으

며, 평균 두께는 spin coating 횟수를 1 회에서 4 회까지 변화하는 동안 85 nm 에서 

120 nm, 160 nm, 210 nm 로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림 15. Spin coating 횟수에 따른  특성 곡선. 

(열처리 온도  80 ℃)

 [V]   [mA/cm2]  [%]

Once 0.496 0.233 5.364 0.619

Twice 0.496 0.263 7.257 0.946

Three times 0.503 0.338 7.210 1.225

Four times 0.434 0.320 7.797 1.081

표 1. 80 ℃에서 열처리한 소자의 spin coating 횟수에 따른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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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과 표 1은  spin coating 횟수에 따른 J-V 특성 곡선과 그에 따른 결과

이다. spin coating 횟수에 따른 두께 최적화를 하는 동안 후열처리 온도는 80 ℃로 

고정하였다. 태양전지 특성 측정결과 1~3 회 코팅하는 횟수를 늘려 AgNW 층의 두

께가 증가할수록 는 큰 변화가 없지만 , 가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효율이 상

승하였다. 그러나 AgNW 를 4 회 코팅하였을 때 오히려 효율이 감소하였다. 최대 효

율은 AgNW 를 3 회 코팅한 소자에서 1.225%로 관찰되었다. 

  용액공정 기반의 ZnO nanoparticle 은 고온에서 열처리 될 때 완전히 용매가 제거

되고 nanoparticle 사이의 연결성도 개선되어 좋은 성능을 가진다는 보고가 있

다.[25-27] AgNW 도 이소프로필알코올 기반의 용매에 분산된 용액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팅 후 용매를 증발 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충분한 용매의 증발을 위해 

이소프로필알코올의 끓는점 이상의 온도로 후 열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처리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두께에 관한 최적화 과정에서 고정시켰던 후열처리 온

도를 변화시키면서 OMO 전극의 열처리 온도에 대한 최적화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

였다.

그림 16. 열처리 온도에 따른  특성 곡선

 [V]   [mA/cm2]  [%]

80 ℃ 0.485 0.347 7.508 1.262

100 ℃ 0.499 0.363 7.486 1.358

120 ℃ 0.534 0.412 7.847 1.727

150 ℃ 0.540 0.348 8.227 1.547

표 2. 열처리 온도에 따른 소자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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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와 표 2는 80 ℃에서 150 ℃까지 AgNW 열처리 온도에 따른 소자의 

 특성 곡선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  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효율도 80 ℃에서는 1.262%, 100 ℃

에서는 1.358%, 120 ℃에서는 1.72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50 

℃에서는 광활성층인 P3HT:PC61BM 의 열 손상에 의해 가 감소하면서 1.547%의 

낮은 효율을 보였다. 따라서 120 ℃에서 열처리과정을 가지는 것이 P3HT:PC61BM

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소자의 효율은 최대화하는 최적화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열처리 온도 변화에 따라 최적의 AgNW 두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AgNW 층 두께에 대한 조건을 재확인하기 위해 최적화된 열처리 온도인 120 ℃에서 

AgNW 의 코팅 횟수를 변화시킨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그림 17과 표 3 에 

요약되어 있다. 이전 실험 결과와 같이 AgNW 를 1~3 회 코팅하였을 때 효율이 점

진적으로 증가하여 3 회 코팅에서 1.795%로 최대 효율을 나타냈고, 4 회 코팅을 하

였을 때 1.638%로 효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AgNW 를 3 회 

코팅 후 120 ℃에서 열처리 하는 조건이 가장 최적화 된 조건이라는 것을 재확인하

였다. Spin coating 방식으로 제작한 반투명한 유기 태양전지의 최대 효율은 1.79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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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20 ℃에서 열처리한 소자의 spin coating 횟수에 

따른  특성 곡선

 [V]   [mA/cm2]  [%]

Once 0.510 0.310 5.078 0.802

Twice 0.543 0.377 7.936 1.628

Three times 0.529 0.394 8.613 1.795

Four times 0.524 0.402 7.781 1.638

표 3. 120 ℃에서 열처리한 소자의 spin coating 횟수에 따른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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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Spray 설치 사진 

2.3.2. Spray coating

AgNW를 spin coating하여 반투명한 

유기태양전지를 성공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AgNW가 0.22 μm 

PTFE filter를 통과할 수 없어, AgNW

를 spin coating으로 증착하여 제작한 

소자는 표면에 서로 뭉쳐진 AgNW 입

자들이 육안으로도 관측이 될 정도로 

표면 모폴로지 조절을 어렵다는 문제점

이 발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pin coating 대신 spray coating을 이

용하여 균일한 코팅을 하려고 시도해 

보았다 (그림 18).

Spray는 분사 압력, 분사 횟수, 분사 

세기, 분사 높이 등 spin coating보다 

더 많은 제작 조건에 대한 최적화를 필

요로 한다. 본 실험에서는 분사 압력과 

분사 세기를 고정하고, 분사 높이와 분

사 횟수만 조절하여 최적화과정을 진행

하였다.

Spray coating 최적화 과정은 모폴로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분사 높이 조절부

터 진행하였다. 즉, 분사 높이만 우선 조절하고 spin coating의 최적화 조건을 이용

하여 3 회 코팅하고, 120 ℃에서 열처리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19과 표 4

는 분사 높이에 따른  특성 곡선과 태양전지 측정 결과이다. 분사높이에 따른 

효율은 10 cm에서 0.732%, 15 cm에서 2.207%, 20 cm에서 1.825%로 나타났다. 

10 cm에서 15 cm로 분사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와  값이 상승하여 효율 향상

을 가져왔고, 15 cm에서 20 cm로 높아졌을 때, 가 감소하여 효율이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spray coating에서 분사 높이는 15 cm가 가

장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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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분사 높이에 따른 소자의  특성 곡선

 [V]   [mA/cm2]  [%]

10 cm 0.531 0.297 4.645 0.732

15 cm 0.562 0.435 9.024 2.207

20 cm 0.550 0.377 8.805 1.825

표 4. 분사 높이에 따른 소자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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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 높이의 최적화 실험에서는 spin coating 방법에서 얻은 두께 최적화 조건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조건이 spray coating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spin coating과 마찬가지로 AgNW 층의 두께는 spray 분사 횟수로 조절하였다. 

Spray 분사 횟수를 1회에서 4회까지 증가 시킬수록 AgNW 층의 평균 두께는 약 

145 nm, 208 nm, 280 nm, 340 nm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Spray 분사 횟수에 따른 소자의  특성 및 태양전지 특성을 그림 21과 표5에 

표시하였다. AgNW를 1회 분사하여 코팅하였을 때 관찰된 태양전지 효율은 1.462% 

였고, 2 회 분사 코팅하였을 때 1.863%, 3 회 분사 코팅하였을 때 2.204%, 4 회 

분사 코팅하였을 때 2.029%의 효율을 나타냈다. 1~3 회 코팅하였을 때 와 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효율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4 회 코팅하였을 때, 

와 가 감소함에 따라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화는 그림 20의 EQE 측정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성과 

EQE 측정 결과를 토대로 3 회 spray coating 하는 것이 최적화 된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

그림 20. 120 ℃에서 열처리할 때 분사횟수에 따른 EQE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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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분사 횟수에 따른 소자의  특성 곡선 

 [V]   [mA/cm2]  [%]

Once 0.570 0.347 7.405 1.462

Twice 0.557 0.402 8.309 1.863

Three times 0.562 0.433 9.053 2.204

Four times 0.555 0.417 8.777 2.029

표 5. 분사 횟수에 따른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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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 1 회, (b) 2 회, (c) 3 회 코팅하였을 때 AgNW 표면 AFM 이미지

  1~3 회 코팅하였을 때 발생한  증가의 원인이 코팅 횟수에 따른 표면 모폴로

지 변화인지 확인하기 위해 AFM을 측정하고 비교해보았다. (그림 22) (a)는 1 회 

코팅한 AgNW의 표면이고, Root mean square(RMS) 값은 32.26 nm이다. 1 회 코

팅한 표면의 AFM 이미지를 보면 AgNW 사이로 많은 빈 공간이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는 2회 코팅한 소자의 AFM 이미지이고, RMS 값은 31.53 nm이

다. 1 회 코팅하였을 때보다 조밀하게 코팅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는 3 

회 코팅하였을 때 AFM 이미지이며. RMS 값는 28.67 nm이다. 그림 22의 (b)와 

(c)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두께가 208 nm에서 280 nm로 증가하였

고 그에 따라 중간 AgNW층의 전도 특성이 더 향상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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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열처리 온도에 따른 소자의  특성 곡선

 [V]   [mA/cm2]  [%]

80 ℃ 0.535 0.370 8.018 1.588

100 ℃ 0.555 0.410 8.152 1.852

120 ℃ 0.556 0.441 8.562 2.101

150 ℃ 0.555 0.417 8.777 2.029

표 6. 열처리 온도에 따른  측정 결과

  Spin coating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처리 온도 변화에 따른 소자의 특성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 후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열처리 온도는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80 ℃, 100 ℃, 120 ℃, 150 ℃로 진행을 하였다. 열처리 온

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효율은 1.588%, 1.852%, 2.10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 ℃에서 2.029%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

할수록 와 가 상승하여 효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50 

℃에서는 는 상승하였지만 가 감소하면서 효율이 낮아졌다. 이 원인은 spin 

coating에서와 마찬가지로 광활성층으로 사용하는 P3HT:PC61BM이 고온에서 열 손

상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spray coating에서 열처리 최적

화 조건은 120 ℃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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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Top oxide layer의 유무에 따른 효율 비교

그림 24. Top oxide layer의 유무에 따른  특성 곡선

 [V]   [mA/cm2]  [%]

Without top oxide 0.459 0.257 6.235 0.736

With top oxide 0.557 0.443 8.612 2.125

표 7. Top oxide layer의 유무에 따른  측정 결과
  

  OMO 구조에서 top oxide layer가 실제로 소자의 효율 향상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

하기 위한 확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4, 표 7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OMO 전극을 활용한 태양전지 소자에서 top oxide layer를 생략하였을 때 효율이 급

격하게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AFM 측정을 통해 확인한 AgNW층의 모폴로지는 

RMS 값이 각각 32.06 nm, 34.25 nm로 큰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림 25). 

따라서 top oxide layer가 OMO 전극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분명한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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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 Top oxide layer가 없을 때 소자 표면의 AFM 이미지, (b) Top 

oxide layer가 있을 때 소자의 표면 AF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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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Al을 전극 태양전지와 OMO전극 반투명 태양전지 비교

  AgNW를 spin coater와 spray를 이용하여 OMO 구조의 전극을 제작하기 위한 최

적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AgNW 코팅 방법에서 얻은 최적화 조건을 적용하

여 제작된 태양전지들과 단순 Al 전극을 증착한 소자와의 비교가 그림 26에 표시되

어 있다. 단순 Al 전극을 코팅한 소자는 P3HT:PC61BM을 광활성층으로 사용하는 정

구조 태양전지의 평균적인 효율과 근접한 3.607%로 나타났다. OMO 전극을 사용한 

소자는 spin coater와 spray를 사용했을 때, 각각 1.795%, 2.204%의 최고효율을 기

록하였다. AgNW 모폴로지 컨트롤의 용이성으로 인해 spin coater를 사용하는 것보

다 spray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더 높은 효율의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었다.  

Spray를 사용하여 제작한 태양전지의 는 9.053 mA/cm2를 기록하였으며, 기존의 

정구조 태양전지의 9.420 mA/cm2와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Spray를 이용해 기

존 태양전지의 약 61%에 해당하는 효율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6. a) 단순 Al을 전극으로 사용한 정구조 태양전지의 사진, b) spin 

coating과 c) spray coating을 이용하여 AgNW를 코팅한 소자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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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Al 전극을 사용하는 소자와 spin coating, spray coating으로 

각각 AgNW를 코팅한 반투명한 소자의  특성 곡선

 [V]   [mA/cm2]  [%]

Thermal evapoator 0.593 0.646 9.420 3.607

Spin coating 0.529 0.394 8.613 1.795

Spray coating 0.562 0.433 9.053 2.204

표 8.  Al 전극을 사용하는 소자와 spin coating, spray coating으로 각각 

AgNW를 코팅한 반투명한 소자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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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Al 전극을 사용하는 소자와 spin coating, spray coating으로 각각 

AgNW를 코팅한 반투명한 소자의 EQE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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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3HT:PC61BM을 광활성층으로 사용하고 ZnO와 AgNW 기반의 

OMO 전극을 활용한 반투명한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OMO 전극의 성능은 중간에 

삽입되는 AgNW 층의 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gNW 층

을 spin coating과 spray coating 방법 두 가지를 활용해 보았으며, 각 코팅 방법에 

따른 최적화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태양전지 제작에 적용하여 AgNW 층의 형성 조

건에 따른 태양전지 성능을 분석해 보았다. 

  Spin coating 방식에서는 AgNW 층의 코팅 횟수와 OMO 전극을 열처리하는 온도

를 변화시키면서 최적화 조건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3 회 코팅하고 120 ℃에서 열

처리하는 조건이 최적화 조건임을 확인하였으며, 최고 1.795%의 효율을 가진 반투

명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었다. Spin coating 과정에서 확인된 모폴로지 조절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spray coating 방식에서는 분사 높이와 분사 횟수, 열처리 

온도의 조건에 변화를 주어 최적화 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Spin coating에서는 15 

cm 높이에서 3 회 분사하고 120 ℃에서 열처리하는 조건이 가장 최적화된 조건임

을 확인하였다. 이 조건으로 제작된 반투명 태양전지는 최고 2.204%의 효율을 보여

주었다. 이는 단순 Al 전극을 사용한 기본적인 정구조 유기태양전지의 효율이 

3.607%인 점을 고려할 때, 약 61%의 효율이다. 제작된 반투명한 유기태양전지는 

UV/VIS spectrometer를 통해 투과율을 측정하였을 때, 가시광선 영역에서 평균 약 

18%의 투과율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최적화 조건들을 사용하여 OMO 구조의 전극

을 갖는 태양전지를 제작함으로써 단순 Al을 전극으로 사용한 태양전지의 약 61%의 

효율을 갖는 반투명한 유기태양전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 향후 투명성과 효율

이 개선된다면 BIPV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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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mi-transparent 

polymer solar cell based on all solution processable 

ZnO/Ag nanowire/ZnO electrode

   With increasing interest in renewable energy-based net-zero buildings to 

cope with future energy problems, interest in 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s 

(BIPV) that can be fabricated into power-generating windows and exterior 

glass walls in skyscrapers has also increased. Among the many possible 

candidates for BIPV, semi-transparent (if possible, fully transparent) plastic 

solar cells based on organic semiconductors are the most prominent candidate. 

In this work, we have demonstrated semitransparent polymer solar cells with 

solution processible oxide/metal/oxide transparent electrodes using ZnO and 

conductive silver nanowire (Ag NW) by spin-coating or spray coating method. 

Based on optimization process on both spin-coating and spray coating, 

currently, we achieved 2.2% power conversion efficiency from semitransparent 

polymer solar cell based on poly (3-hexylthiophene-2,5-diyl) (P3HT) and 

[6,6]-phenyl C61 butyric acid methyl ester (PC61BM) and it is currently still 

unde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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