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6 pp. 646-651,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6.64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646

1. 론

유/무기 하이 리드 태양 지는 무기물의 높은 유

율, 용액 공정을 통한 낮은 공정비용, 환경 친화성 등의

장 을 가지고 있어 차세 태양 지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유/무기 하이 리드 태양 지에 사

용되는 유기물 에서, 도성 고분자로 잘 알려진

P3HT는 좁은 밴드갭(~1.9 eV)에 따른 태양 역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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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최근 태양 지의 Donor/Acceptor 계면에 그래핀 양자 을 완충 층으로 삽입하여 환 효율을 향상시킨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그래핀 양자 은 그래핀 단일 층이 여러 겹 쌓여서 구성된 수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로, 양자 제한 효과

에 의한 밴드갭 조 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그래핀 양자 을 활용한 연구에서 이 분쇄나

수열 처리 등과 같은 복잡하고 근성이 떨어지는 용액 공정들이 박막 형성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dium tin 

oxide(ITO)/TiO2/Poly(3-hexylthiophene)(P3HT)/Al 구조로 구성된 태양 지의 Donor/Acceptor 계면에 그래핀 양자 을 단순한

음 처리를 통해 용매에 분산시켜 박막 공정에 사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단락 류를 1.26×10-5 A/cm2에서 7.46×10-5

A/cm2으로, 곡선인자(Fill factor)를 0.27에서 0.42로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를 트랜지스터 구조의 소자를 활

용한 기 성질 확인과 순환 압- 류법을 통한 에 지 벨 분석 가시 흡수 스펙트럼 분석 등을 통하여 고찰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그래핀 양자 용액 공정이 복잡한 처리 공정 없이도, 보다 폭넓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Abstract This paper reports that the electronic properties at a P3HT/TiO2 interface associated with exciton 

dissociation and transport can be tailored by the insertion of a graphene quantum dot (GQD) layer. For donor/acceptor 

interface modification in an ITO/TiO2/P3HT/Al photovoltaic (PV) device, a continuous GQD film was prepared by 

a sonication treatment in solution that simplifies the conventional processes, including laser fragmentation and 

hydrothermal treatment, which limits a variety of component layers and involves low cost processing. The high 

conductivity and favorable energy alignment for exciton dissociation of the GQD layer increased the fill factor and 

short circuit current. The origin of the improved parameters is discussed in terms of the broad light absorption and 

enhanced interfacial carrier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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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흡수와 용액 공정을 통한 박막 형성이 가능하다는

큰 장 을 갖고 있다[4]. 하지만 부분의 유기물이 갖는

기 성질과 낮은 유 율 등의 한계 때문에 낮은

환 효율이 문제로 두되고 있다[5-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표면 처리, 이온 도핑, 다공성 구조 제

작 등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8-9]. 와 같은

방법들은 태양 지에서 여기자가 분리되는 Donor/ 

Acceptor 계면에서 하의 분리와 이동을 개선하는 것

에 목 을 두고 있다. 

앞서 언 한 일련의 방법으로, 그래핀 양자 을 태양

지의 Donor/Acceptor 계면에 완충 층으로 삽입하여

효율을 개선한 연구들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10-11]. 

그래핀 양자 은 그래핀 단일 층이 여러 겹 쌓여서 구성

된 수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로, 양자 제한 효과에 의한

밴드갭 조 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12]. 이

와 더불어 그래핀 양자 은 탄소 기반의 물질로써, 친환

경성과 다양한 화학 처리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갖고 있어 태양 지, 발 다이오드, 연료 지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그래핀 양자 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0, 13-14]. 하지만 그래핀 양자 이 부

분의 용매에 하여 분산성이 낮아, 용액 공정으로 활용

함에 있어 균일한 박막 형성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이 분쇄, 수열 합성, 기 분해 등 다양한 방법

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공정의 복잡함과 수득률에 한계가

있다[15-16].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 양자 을 단순한

음 처리로 분산하여 용액 공정에 사용하 음에도 불구

하고 그래핀 양자 삽입에 따라 태양 지의 단락 류

와 곡선 인자가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 으며, 그 이유를

그래핀 양자 의 기 도도, 에 지 벨 흡 스펙

트럼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 다.

2. 본론

2.1 충  역할 및 개

태양 지는 Donor 층에서 태양 을 흡수하여 생성

된 여기자는 확산하여 Donor/Acceptor 계면에서 자와

정공으로 분리되어 이동하면서 기 력이 발생된다. 따라

서, Donor/Acceptor 계면은 여기자의 분리가 일어나는

계면으로 태양 지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는 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 한 Donor/Acceptor 계면

에 여기자의 분리와 하의 이동 달을 돕기 하여, 

그래핀 양자 을 완충 층으로 삽입하 다. 

종래의 그래핀 양자 을 완충 층으로 활용한 연구에

서는 그래핀 양자 을 이 분쇄, 기 분해 등과 같은

복잡한 공정을 통해 사용하 다[15-16]. 이는 그래핀 양

자 의 낮은 분산성 때문에 균일하지 못한 박막 형성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의 트랩 등과 같은 부작용을 개

선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 양자

이 갖는 높은 기 도도, Donor-Acceptor와의 한

에 지 벨, 가시 역의 흡수 등에 주안 을 두

어, 간단한 음 처리를 통한 용액공정으로 형성한 그

래핀 양자 의 박막으로도 완충 층으로써 사용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2.2 실험방법

그래핀 양자 합성을 하여 그래핀 산화물

(Graphene oxide) 시트 0.1 g을 농축된 황산 20 mL와

질산 60 mL에 담가 실온에서 20시간 동안 산화 처리한

후, 음 발생기를 사용하여 80℃에서 20시간 음

처리하 다. 이후, 배기가스 회수 장치가 설치된 노

(Furnace)에서 350℃로 1시간 동안 소성하여 산을 제거

하 다. 합성된 물질을 40 mL의 증류수에 분산시켰다. 

이어서, 검은 탁액을 미세 다공성 나일론 막(0.22 μm)

을 통해 여과하여 갈색 용액을 수득 하 다. 이 용액을

투석 (컷오 분자량 2000 Da)에서 밤새 투석하여 그

래핀 양자 을 얻었다. 최종 으로 수득한 그래핀 양자

의 크기는 4~5 nm 이다.

그래핀 양자 의 에 지 벨을 알아보기 하여

기화학 셀(Electrochemical cell)을 구성하여 순환 압-

류법 측정을 진행하 다. 구성된 기화학 셀은 그래

핀 양자 을 Drop casting한 Pt disc를 작업 극으로, Pt 

wire를 상 극으로, 3.0 M Ag/AgCl을 기 극으로

사용하 다. 해질은 TBAP(Tetrabutylammonium 

perchlorate)를 ACN(Acetonitrile)에 0.1 M 농도로 녹여

사용하 으며, 에 지 환산은 2 mM 농도의

Ferrocene의 반 를 통하여 계산하 다. 순환 압-

류법 측정은 50 mV/s 의 압 주사 속도로 IVIUM사

의 Pocketstat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태양 지 제작을 하여 유리 에 ITO가 증착된 기

을 아세톤-메탄올-증류수 순으로 음 세척기를 이

용하여 각 10분씩 세척하여 사용하 다. Acceptor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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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TiO2 층은 0.1 M TIP(Titanium isopropoxide)가

Ethanol과 Acetic acid가 5:1 부피 비율로 섞여있는 용매

에 분산된 용액을 마그네틱 바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교반한 후, 2,000 rpm으로 60 동안 스핀 코 하여 형

성하 다. 코 된 박막은 150℃의 Hot plate 에서 10

분간 건조 시킨 후, 기로를 이용하여 500℃(승온 속

도:15℃/min)에서 30분간 소결하 다. 소결된 TiO2 층

에 그래핀 양자 을 1,500 rpm으로 40 동안 스핀

코 하여 증착하 다. 면 증착이 될 수 있도록, 의

조건으로 5번 다 코 을 통해 그래핀 양자 층을 형

성하 다. 그래핀 양자 용액은 1.5 mg/ml의 농도로

Ethanol에 30분간의 음 처리를 통하여 분산시켜 사

용하 다. 이후, Ar 기체로 채워진 러 박스로 옮겨

와 10 mg/ml 농도로 Chloroform에 분산된 P3HT 용액

을 1,500 rpm으로 60 동안 코 하여 Donor 층을 형성

하 다. 마지막으로 열 기상 증착법을 이용하여 Al 극

을 100 nm 증착하 다. 태양 지 활성 역(Active 

area)이 0.09 cm2의 면 을 갖도록 제작하 다. 태양

지의 류- 압 특성은 러 박스 안에서 백색 원을

이용하여 17 mW/cm2의 조사 강도 하에 HP4145B 모델

의 Parameter analyzer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그래핀

양자 합성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Sigma-Aldrich사의

제품을 사용하 다.

2.3 결과 및 고찰

그래핀 양자 의 기 성질을 확인하기 하여, 트

랜지스터 구조를 이용해 측정한 그래핀 양자 박막의

류- 압 곡선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그래핀 양자 의 크기는 5 nm 이하로 부피 비

표면 비율이 높아 표면의 결함에 따른 하의 트랩 등에

의한 낮은 기 도도가 상되지만 Fig. 1에서 보듯이

상당히 높은 기 도도를 보인다. 한 압 주사 방향

을 바꾸어 측정하여도 이력곡선(Hysteresis)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그래

핀 양자 은 수 nm의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표면 결함에

의한 하의 트랩에 의한 기 성질 하가 상 으

로 은 것으로 보인다.

딥 코 방법으로 형성된 그래핀 양자 박막의

AFM(Atomic force microscopy) 결과를 Fig.2 에 나타

내었다. 딥 코 으로 형성된 박막이 균일한 층 형태가 아

닌 입자들이 응집된 3차원 형태로 성장하 음을 이미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래핀 양

자 용액은 음 처리만을 통해 용해하여 분산성이

높지 않고 일부 응집되는 상을 보 다.

Fig. 1. The current-voltage curves of a graphene 

quantum dot(GQD) film. The inset shows a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 device 

structure. (width : 5 mm, length : 20 μm)

Fig. 2. AFM image of GQD film on the SiO2 substrate.

그래핀 양자 의 에 지 벨 분석을 하여, 순환

압- 류법을 통해 측정된 압- 류 곡선을 Fig. 3(a)에

나타내었다. 그래핀 양자 의 산화에 한 Onset 는

Ag/AgCl 기 극에 하여 1.24 V, 환원에 한

Onset 는 Ag/AgCl 기 극에 하여 -1.16 V에

서 나타났다. 그래핀 양자 의 Onset 를 진공 에 지

를 기 으로 하는 HOMO(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와 LUMO(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를 환산하기 하여 Ferrocene의 반 를 측정

한 그래 를 Fig. 3(b)에 표시하 다. Ferrocene의 반

인 0.44 V는 진공 속 자유 자의 에 지 (0 

eV)를 기 으로 -4.8 eV에 해당하므로, 순환 압- 류

법을 통해 계산된 그래핀 양자 의 HOMO 에 지

는 -5.6 eV, LUMO 에 지 는 -3.2 eV이다.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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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yclic voltammogram of GQD (a) and ferrocene

(b) obtained at potential scan rate of 50 mV/s.

그래핀 양자 의 흡수 역을 알아보기 하여 측

정한 그래핀 양자 용액의 자외선-가시 선 흡 스펙

트럼을 Fig. 4(a)에 표시하 다. 그래핀 양자 은 장이

짧을수록 흡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가시

역에서 흡수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Fig. 3에서 계산된

그래핀 양자 의 에 지 벨을 기반으로, 그래핀 양자

층이 삽입된 P3HT 태양 지의 에 지 벨 모식도

를 Fig. 4(b)에 나타내었다. 그래핀 양자 의 HOMO 

벨은 -5.6 eV, LUMO 벨은 –3.2 eV로, 자친화도와

이온화 에 지가 P3HT보다 크고 TiO2보다 낮은 치에

있어, Fig. 4(a)의 흡 스펙트럼으로 확인된 그래핀 양

자 의 가시 역의 흡수가 류로 변환될 수 있다. 

따라서, 그래핀 양자 이 완충 층 역할뿐만 아니라 흡

수 층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 (a) Ultraviolet-visible absorption spectra of 

GQDs. (b) Device structure and energy 

diagram of P3HT/GQDs/TiO2 solar cell.

그래핀 양자 층의 삽입 여부에 따른 P3HT/TiO2 태

양 지의 류- 압 곡선 그래 를 Fig. 5에 표시하

다. 그래핀 양자 이 삽입되지 않은 시편의 개방 압은

-0.27 V, 단락 류는 1.26×10-5 A/cm2, 곡선 인자는

0.27이고 그래핀 양자 이 삽입된 시편의 개방 압은

-0.28 V, 단락 류는 7.46×10-5 A/cm2, 곡선 인자 0.42

이다. 그래핀 양자 이 TiO2와 P3HT 계면에 그래핀 양

자 이 삽입됨에 따라 개방 압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곡선 인자와 단락 류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P3HT와 TiO2계면에서 그래핀 양자 이 낮

은 분산성으로 인하여 계면 결함 형성 요인이 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태양 지 효율이 개선되었다는 은

매우 놀라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류- 압 곡

선 측정 결과와 흡 도 스펙트럼에서 확인된 그래핀 양

자 의 높은 기 도도와 추가 인 태양 흡수 때문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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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urrent density-voltage curves of the 

P3HT/TiO2 solar cell with and without GQDs.

Fig. 6. GQD layer thickness dependent current density-

oltage curves of the P3HT/GQDs/TiO2 solar 

cell.

Fig. 6은 그래핀 양자 에 의한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그래핀 양자 을 추가로 코 하여 측정한 태양

지의 류- 압 곡선이다. 그래핀 양자 을 5 회 스핀

코 하여 제작한 시편은 개방 압 -0.25 V, 단락 류

1.16×10-4 A/cm2, 곡선 인자 0.27로 10 회 스핀 코 하

여 제작한 시편의 개방 압 -0.29 V, 단락 류

1.58×10-4 A/cm2, 곡선 인자 0.31로 그래핀 양자 을 추

가로 코 함에 따라 단락 류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보아 그래핀 양자 이 Donor

와 Acceptor 계면에 삽입됨에 따라 여기자 분리와 하

이동의 방해 요소가 아닌 흡수와 하 수송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재확인하 다. 이 결과는 최 화된 조건이

아니며, 그래핀 양자 의 두께 박막 형상의 조 에 따

라 추가 인 효율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 양자 을 종래 사용되어온 복

잡한 공정 없이 간단한 음 처리를 통하여 용매에 분

산하여 TiO2와 P3HT가 Acceptor와 Donor로 구성된 유/

무기 하이 리드 태양 지에 완충 층으로 삽입하여 제

작하 다. 1. 그래핀 양자 이 5 nm 이하의 부피 비

표면 비율이 높은 나노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 성질을 갖고 있음을 트랜지스터 구조를 이용한

기 특성 측정을 통하여 확인하 다. 2. 그래핀 양자

을 완충 층으로 삽입함에 따라 태양 지의 단락 류가

1.26×10-5 A/cm2에서 7.46×10-5 A/cm2로, 곡선 인자가

0.27에서 0.42로 크게 개선되었다. 3. 이를 그래핀 양자

의 가시 역에서의 흡 스펙트럼과 에 지 벨의

치가 Acceptor와 Donor의 에 지 벨의 간 역에

치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고찰하 다. 앞서 언 하

듯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그래핀 양자 용

액을 단순한 음 처리만을 통해 분산하여 사용하

다. 그래핀 양자 의 낮은 분산성에도 불구하고, 그래핀

양자 층이 Donor와 Acceptor의 계면에서 결함이나 방

해 요소가 아닌 하의 분리와 수송을 돕는 완충 층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낮은 분산성

을 가진 용액을 통해 형성된 박막이 계면 결함

환 효율의 제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

핀 양자 은 기 성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Donor/Acceptor와의 한 에 지 벨을 구성하는 것

만으로도 완충 층으로써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그래핀 양자

용액 공정이 복잡한 처리 공정 없이도, 보다 폭넓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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