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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윤주형 교수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산화금속 (Metal oxide) 기반 
투명전극 및 광·전 소자 응용

1. 개 요

투명전극은 광학적으로 투명하여 빛을 투과시

며 (주로 가시광 및 적외선 영역) 전기적으로 전

도성을 띠는 물질로, Display 분야, 태양광(thin 

film solar cell), 발광 소자 (light emitting 

diode)및 스마트 윈도우 등에 널리 응용이 된

다 [1,2]. 주로 과도핑된 (carrier density > 

1020 cm-3) 밴드갭이 큰 금속 산화물들(metal 

oxides)이 투명전극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과

거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의 등장과 더불어 ITO 

(indium doped tin oxide) 가 투명전극 소재로 

널리 응용이 되었다 [3]. 하지만 indium의 단가

가 올라가며 저비용뿐 아니라 대면적 공정, 적

외선 영역의 우수한 투과도, 기계적 유연성 등, 

미래 응용 분야에서는 또 다른 기능성이 요구되

고 있다. 이에 기존 ITO를 대체할 수 있는 투명

전극 소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4,5]. 특히 태양전지 분야에서 투명전극은 다양

하게 응용이 되며 organic 및 나노 소재와 결합

하여 효율적인 전자의 전송 및 입사에너지의 효

율적인 이용에도 큰 역할을 한다 [6,7]. 태양광 

응용에서 재료 단가가 저렴하며, 독성이 없고 화

학적으로 안정적인 Al 도핑된 ZnO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료적 특성과 광·전 응용 분야에 대하

여 다루고자 한다. 

2. 투명전극 Schottky Junction 
기반의 에너지 변환 소자 

 

2.1  Al 도핑된 ZnO을 이용한 AZO/ Si 이종
접합 소자

ZnO 산화물 기반 투명전극은 Si thin film, 

CIGS 태양 전지 등 박막 기반의 에너지 변환 소

자에서 주로 전면 혹은 후면 전극으로 이용이 되

어 왔다. ZnO의 여러 도핑 원소 중 도핑의 우

수성을 이유로 Al이 널리 쓰이며, dual source 

magnetron sputtering 방법으로 Al 소스와 ZnO 

소스를 동시에 증착하여 Al 도핑된 ZnO (AZO) 

박막이 형성이 되었다 [8]. Al 도핑 농도를 가변 

하기 위해 Al 소스의 증착 파워를 5~30 W로 조

절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 Al 도핑에 관계 없

이 광 투과도는 전 영역에 있어서 85% 이상을 보

인다. 측정된 AZO 박막은 두께가 280 nm로 광 

입사면에서의 간섭 효과로 최대 및 최소 투과도

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투명도는 90% 이상이며, 

ZnO의 도핑 효과에 따른 광밴드갭(optical band 

gap)이 커지는 효과(band gap widening effect) 

로 인해 5.22 wt% 의 Al 도핑 이후부터는 광 흡

수 시작 되는 영역 (absorption edge)가 높은 에

너지 방향으로 이동한다 (blue shift). 이렇듯 도

핑이 증가하면 광 에너지가 통과 될 수 있는 창

을 좀 더 넓혀 주는 역할을 하여 광·전 변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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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과도한 도핑은, 박

막의 crystallinity를 나쁘게 하고, 전기 특성을 

열화시키기 때문에, ZnO에 적절한 도핑이 수

반되어야 한다. 그림 1(b)에서 보듯, AZO의 전

기 저항은(resistivity) Al 3.14 wt% 부터 감소

되기 시작하여 5.22 wt%에 이르러 10-3 Ω.cm

이하의 저항을 가지게 된다. 이는 Al 도핑으

로 인하여 높아진 carrier 농도로 기인하며, 더 

높은 도핑을 (Al 6.89 wt%) 첨가하면, ZnO의 

crystallinity가 열화되어 전기 이동도가 현저하

게 감소되며 전기 저항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림 2에서 X-ray diffraction spectra를 보

면 모두 ZnO (002) 결정 방향을 볼 수 있다. 

Si (100)면 위에 성장된 AZO는 큰 residual 

compress stress 을 가지고 있다. 이는 큰 차

이의 lattice mismatch (40.1%)와 thermal 

expansion mismatch (Si: α=2.5×106/℃ 

vs. ZnO: α11=605×106/℃ and α33=3.53×

106/℃).에 기인한다. ZnO에 Al 도핑이 가해

지면, 형성된 residual stress가 완화가 되며 

Al 5.22 wt%에 이르면, 박막의 결정성을 나

타내주는 The full-width at half-maximum 

(FWHM) 값이 0.439o를 가지며, 이는 순수

한 ZnO (0.545o) 보다 향상이 된 결과이다. 하

지만, Al 도핑이 한계치를 넘어가면 (Al: 6.89 

wt%) 결정성이 급격하게 나빠진다. (FWHM: 

1.034o)

이렇듯, Al 도핑에 따른 AZO의 광 특성, 전기 

특성 및 구조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했으며, 이

그림 1.  (a) Optical tramsmittance of Al doped 
ZnO films with Al contents of 0 ~ 
6.89 wt% and (b) Plots of the carrier 
concentration and electrical resistivity 
of AZO films with different Al contents 
[8]. 

(a)

(b)

그림 2.  (a) XRD spectra of AZO films for 
different Al contents of 0 wt%, 5.22 
wt%, 6.89 wt%, (b) The narrow scan 
of XRD clearly shows the ZnO (002) 
peak with an addition of Al [8].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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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광·전 에너지 소자 에 응용을 하

였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n-type 특성

을 가지고 있는 AZO가 단순히 투명전극으로 뿐 

아니라, n-type Si과 이종 접합을 이루어(그림 

3(a)), 전기적으로 우수한 정류 특성을 가진다. 

(그림 3(b)) 이렇게 형성된 이종 접합을 기본으

로 그림 3(c)에서 보듯, 우수한 광·전 에너지 

변환에 응용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ZnO에 

Al 도핑 농도를 조절하여, 투명전극으로 우수한 

특성뿐 아나라 n-Si과의 전기적 접합 최적화를 

이루었다. 

금속 전극 기반의 이종접합 태양전지는 제조

의 용이성, 및 emitter doping process의 불필

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플

라즈몬 (Plasmon) 태양전지에 응용하기 상당

히 용이한 장점이 있다. 투명전극은 Plasmon 

태양전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투명전극

은 빛 에너지를 전달하고 광전류를 수집하는 역

할 뿐 아니라, 나노사이즈의 금속 구조물과 결

합되어 광자와 커플링되는 플라즈몬 공명 현상

을 유도할 수 있다. 플라즈몬 공명이란, 인가된 

빛 에너지에 의한 전자들의 집단적인 진동현상

이며 금속과 유전체의 경계면을 따라 형성, 전

파된다. 이처럼 플라즈마 공명을 이용하면, 광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증가 시킬수 있어, 상대적

으로 얇은 광 흡수층을 사용하여도, 광손실 없

이 태양에너지를 수집, 변환할 수 있다. 일반적

인 반도체 소재에 있어서 광 흡수율은 흡수층의 

두께에 비례하므로, 에너지 효율을 늘리기 위해

서는, 좀 더 많은 재료가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는 태양전지의 생산 단가를 높이는 요소가 된

다. 나노 구조체와 투명전극의 조합으로 플라지

몬 공명이 일어나는 광자 에너지 대역을 가시

광선 영역으로 형성시키면, 매우 효율적인 광전 

에너지 변환을 얻을 수 있다. 

2.2  AZO/ Si 이종접합 소자를 이용한 플
라즈몬 태양전지 

그림 4에서 보듯,  Ag  나노 구조물이 

dielectric 물질인 ZnO 안에 형성이 되어 플라

즈몬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AZO와 n-Si과의 이종접합은 안정적인 전

기 정류 특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전기 에너지 

수집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 높은 개방전압

과 광전 변환 효율 증대는 AZO의 Al 도핑을 통

그림 3.  (a )  S chema t i c  i l l u s t ra t i on o f 
the heterojunction (n-AZO/n-Si) 
device, (b) Photo and dark I-V 
characteristics, (c) I-V characteristics 
under illumination of 87 mW/cm2 of 
AM1.5G solar spectru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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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얻을 수 있으며 AZO의 투과도 및 광 특성 

개선으로 입사광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AZO는 

Si의 무반사 코팅에 이상적인 굴절률을 가지고 

있어서 (n=2~1.8) 적절한 두께를 이용하여 (a 

quarter wavelength design) 반사도를 획기적

으로 낮출 수 있다. 전기적으로는 AZO는 광전

류 수집에 있어서, 전류 밀도를 고르게 분포시

켜, 에미터 영역의Ohmic loss를 낮추어 준다. 

이와 같이 AZO 이종접합 구조와 플라즈몬 나

노구조를 동시에 이용하면, 광·전 효율에 있어

서 매우 효율적이다. 그림 5의 광 흡수율을 보

면, 파장 400~600 nm 영역의 에너지 대역의 

흡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킨다. 이 영역은 태양

빛의 스펙트럼에 있어서 광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기도 하다. FDTD 시뮬레이션 결과 

플라즈몬 공명 현상으로 형성된 전자기 파워가 

(( ( ) )x z yP E E H= + ×  Si 흡수층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파워 분포는 

Ag 구조물이 AZO 내에서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바뀐다. 시뮬레이션 결

과, Ag 구조물은 Si 흡수층과 20~40 nm 간격

으로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높은 광전 변환 효율

을 가지며, 이는 Localized surface plasmon

현상에 의한 에너지 흡수뿐 아니라, 에너지 전

달 및, AZO 박막 두께에 따른 빛의 갇힘 현상 

(light trapping) 정도와도 연관이 된다. 

기존의 Si 태양전지에서 n+ - p 혹은 p+ - I 

- n+ 구조 등은, 에미터 영역의 높은 도핑으로 

인해 플라즈몬 공명으로 수집된 에너지를 효율

적으로 변환하지 못하고 생성된 전자-홀의 재

결합 과정으로 잃어버리므로, ZnO 등의 투명전

극 소재가 차세대 에너지 소자의 구조물로서 더

욱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림 4.  (a)-(b) Schematics of band alignment 
of AZO/n-Si isotype heterojunction 
before and after contact. Calculation 
was based on C-V results. Fermi 
level pinning was not considered 
in this diagram, (c) Schematic of 
localized surface plasmon (LSP) 
energy transferred from Ag NPs 
directly into the depletion layer [9].

그림 5.  (a) Calculated absorbance of Ag 
NPs embedded in AZO film and (b) 
FDTD simulated electromagnetic power 
density distribution in Ag NPs:AZO/
n-Si heterojunction structure. (100 nm 
of diameter of AgNP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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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ZO/ITO의 이중 전극을 이용한 
TCO/Si 이종접합 소자

AZO는 투명전극으로 매우 우수한 투명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 특성은 일반적으로 

ITO가 AZO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두 물질을 

동시에 활용하여 이종 접합 소자에 응용하였다. 

Magnetron sputtering 방식으로 한 챔버 내에

서 AZO/ITO를 250 nm/250 nm로 증착시켰

으며, Multilayer TCO에 대한 광 특성 및 전기

특성을 비교하였다 [10].

그림 6에서 보듯, 동일한 필름 두께를 기준

으로 (500 nm) AZO 필름은 80.8% (파장: 

400~1,100 nm에서의 평균)의 투과도를 가지

며, ITO는 75.3%의 광투과도를 가진다. 반면 

AZO/ITO(250/250 nm)는 79%의 광 투과도로 

AZO 단독 필름과 유사한 높은 투과도를 가진

다. AZO/ITO 박막은 특히 근적외선 영역의 광

투과도가 ITO보다 상당히 개선이 되었으며, 이

는 ITO보다도 낮은 전자 농도를 유지하여 free 

electron scattering을 억제하였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듯, AZO/ITO 필름의 전자농도는 

AZO (500 nm)와 거의 유사하며 (~ 4×1020 

cm3), AZO/ITO 필름의 전자 이동도는 (μ = 43 

cm2/V.s), AZO의 전자이동도 (μ = 15.4 cm2/

V.s) 보다 매우 우수하다. 때문에 우수한 광 투

과율 및 낮은 전기저항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전기 특성을 조사하기 위

하여 TEM 분석을 수행하였다 [11]. 그림 7에

서 보듯, AZO/ITO가 차례로 증착이 되었으

며, Zn, In, O, Si의 원소간 inter-diffusion

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7(c)에서 보듯 AZO/

ITO는 깨끗한 interface를 보이며, ITO 층

이 AZO 층 위로hetero-epitaxial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ZO와 ITO의 매우 작은 

lattice mismatch로 인해 <0001>AZO//<111>ITO, 

<10-10>AZO//<211>ITO, 그리고 <11-20>AZO 

//<110>ITO의 결정 성장이 TEM Diffraction 

patter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

이 hetero-epitaxial 성장을 통해 우수한 질의 

ITO가 AZO 기반에 증착이 되었으며, 이는 우

수한 crystallinity와 높은 전자 이동도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AZO/ITO를 이용한 투명전극을 n-Si과 이종 

접합을 구성하여 태양

전지 소자를 제작하였

다. AZO (Eg=3.3 eV)

는 ITO(Eg=3.8 eV)보다 

낮은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AZO의 

일함수는(Φ=4.35 eV) 

n-Si (Φ=4.27 eV)보

다 낮으며 ITO (Φ=4.5 

eV)보다는 높다. 그림 

8(c)에서와 같이 ITO/

그림 6.  Optical transmittance of AZO film, ITO 
film and double TCO film (AZO/ITO) 
[10].

표 1.  Electrical properties of AZO, ITO, AZO/ITO and ITO/AZO 
characterized by Hall effec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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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O/n-Si은 3중의 이

종접합을 이루며, 접합 

후 Fermi level을 기준

으로 정렬을 하면 자연

스럽게 밴드 구부러짐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의 각 ITO, AZO, Si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는 상대적으로 전자의 

흐름을 더욱 쉽게 도와

주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광전류 수집에 도

움을 준다. AZO와 ITO

의 밴드갭 차이로 인한 

작은 배드 오프셋 에너

지는 과도핑된 두 반도

체의 특성상, tunneling 

barrier 역할을 하며 전

자의 흐름에 방해가 되

지 않는다. 하지만, Si

과 AZO의 밴드 오프

셋 에너지는 potential 

barrier를 형성하여, 내

부에 built-in E-field

를 형성한다. 입사광에 

의하여 생산된 전하들

은 생성된 E-field에 의

하여 빠르게 양 전극으

로 이동하면서 자연스

럽게 광전류 수집이 된

다. Si과 AZO의 밴드 

오프셋 에너지 차이는 

광 전압을 형성하는 역

할을 한다. 이와 같은 

원리로, 빛으로 전류 및 

전압을 생성하는 광·

전 변환이 이루어 진

다. 생산되는 광 전류는 

AZO/ITO의 투명도가 

큰 영향을 미치며, 광 

그림 7.  (a) A low-magnification TEM image of an ITO film 
grown on an AZO film, (b) EDS mapping of Zn, In, 
O, and Si, (c) HRTEM image at the interface of the 
ITO region and the AZO region, (d) A diffractogram 
conducted by FFT showing a hetero-epitaxial grown 
ITO on AZO. HRTEM images obtained from (e) the 
ITO region and (f) the AZO region. Insets are FFT 
diffraction patterns [11].

그림 8.  (a) I-V characteristics of AZO/Si, ITO/Si, and 
ITO/AZO/Si devices under light illumination, (b) 
transmittance and contact resistance profiles of TCO 
films, (c) energy band diagram of ITO, AZO and n-Si, 
and (d) energy band diagram after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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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은 AZO의 일함수 값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방전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AZO의 일

함수 값을 높이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3. 결 론

투명 전자 소자의 구현을 위하여 많은 재료들

이 연구되고 있다. 산화물 반도체는 전자 소자

의 active 물질로 뿐 아니라, 투명전극으로 널

리 응용이 된다. 특히 ZnO는 도핑의 용이성, 

우수한 투명도 및 전기 특성 controllability 등

이 우수하여, ITO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로 크

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광전 변환 소자의 

경우, ZnO 기반의 투명전극은 CIGS 및 Si 박

막 태양전지의 전면 혹은 후면적극에 널리 이용

이 된다. 근래의 연구 결과에서는 기존 투명전

극의 수동적인 역할 뿐 아니라, 나노 구조를 이

용하여 빛 에너지를 증폭해주고, 전달해주는 적

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9,12,13]. 또한 

투명전극의 증착 조건을 조절하여, 박막 표면

의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

여 Si 뿐만 아니라, Ge과의 다종접합에서 우수

한 정류 특성을 얻을 수 있다 [14]. 투명전극 재

료의 특성 연구는, 조적으로 단순하며 저가격화

가 용이한 Schottky 타입의 태양전지를 제조하

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본문에서는 ZnO 

기반의 이종접합 태양전지에 대한 리뷰 및 장점

들을 서술했다. 하지만 Schottky 기반의 낮은 

전위 장벽 때문에 생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개방

전압은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접합 부분의 효율적인 passivation 

기술과, TCO 자체의 일함수를 높이는 기술 역

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태양전지 응용

뿐 아니라, 산화물 박막 트렌지스터 및 display

등의 전자소자 응용에 꼭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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