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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Special Thema

1. 개 요

유기태양전지 (OPV, organic photovoltaic 

device) 소자는 가볍고 유연하며 대면적 제작

이 용이하고, 저가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를 받고 있지만 아직은 효율이 낮고 소재의 안정

성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기 중의 산소나 수분에 의해 쉽게 그 물

성이 바뀌는 점, 열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은 

무기물 소재에 비하여 큰 약점으로 여겨지고 있

다. 이러한 기술적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기

물-유기물 하이브리드 (hybrid) 태양전지를 구

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러한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의 유기물 소재로는 

P3HT (poly(3-hexylthiophene)와 PEDOT:PSS 

( po ly ( 3 ,4-ethy lened ioxy th iophene ) : 

poly(styrenesulfonate))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

다.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에 쓰이는 무기물 소재

는 매우 다양한데, 실리콘 기반의 하이브리드 태

양전지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사례와 동향을 다

루고자 한다. 

실리콘은 지표에 풍부한 소재이며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와 검증된 소자 안정

성 측면 등에 있어 다른 태양전지 소재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현재 태양전

지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도 하

다. 하지만, 실리콘 태양전지가 화석연료를 포함

한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발전 전력당 단가를 더욱 낮추

어야만 한다. 이는 곧 효율을 높이거나 태양전지 

모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뜻한

다. 모듈 가격 측면에서는 가장 큰 가격 부담의 

요인 중의 하나인 실리콘 소재의 두께를 줄이는 

일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나노구

조 기반의 태양전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에서는 pn 접합 형성

을 위하여 이온주입 (ion implantation)으로 불

순물 이온을 도핑하고 이어지는 고온 (~섭씨 

1,000℃)의 열처리 과정이 이어진다. 벌크 기반

의 소재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이러한 과정이 나

노구조에서는 어려움을 야기한다. 첫째, 3차원 

구조를 갖는 나노구조물에 이온주입 방법으로

는 균일한 불순물 주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둘

째, 고온의 열처리 과정에서 작은 크기의 나노구

조는 그 형상의 변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

라서 저온 하에서 양질의 pn 접합을 만드는 일

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오래 전 시도되었던 방법 중 하나는 

단결정 실리콘 기판 위에 비정질 실리콘 층을 적

층하는 소위 HIT (heterojunction with intrinsic 

thin layer) 구조가 대표적 예시라고 할 수 있다 

[2]. HIT 소자의 경우, 공정온도는 섭씨 200도를 

넘지 않고, Voc (open circuit voltage)값은 700 

실리콘 기반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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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V를 넘게 된다. 또 다른 접근으로는 저온 

공정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반도체 소재를 적

층하는 방법, 또는 유기물 소재를 이용하는 방

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실리콘 기반의 하

이브리드 태양전지 연구 노력은 많은 경우 나

노소재를 포함하고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

다. 

유·무기 하이브리드 구조의 형성은 무기

물 반도체와 전도성 고분자를 연계하는 구조

로 각각의 특성을 살리고 결점을 보완할 수 있

는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무기물 반도체

들은 높은 결정성으로 인하여 전하들의 이동도 

(mobility)가 탁월하고 수명도 길어서 소재 자

체의 특성을 소자로 구현하는 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동작을 확보하는데도 장점이 있

다. 반면, 무기물 반도체들은 합성과 박막 형성

에 있어서 비용이 높고 결정성 때문에 기계적 

충격에 약하여 깨지기 쉬운 단점들이 있다. 반

면에 전도성 고분자들은 우선, 제작 단가가 매

우 낮아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매우 

가볍다. 또, 에너지 준위를 조절함에 따라 다양

한 전기적 성질을 가지게 되며 빛에 반응하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기물 소재에 비하여 

전하이동도가 매우 낮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제작 단가를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태양

전지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유기 및 무리 하이브리드 소재를 기반

으로 한 차세대 태양전지 연구는 기존의 방법과

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새로운 기술적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표적 연구 사례

2.1 초기 폴리머/Si 하이브리드 소자 연구

역사적으로 처음 폴리머-반도체 이종접합

의 PV 응용을 보고한 것은 1979년 McDiarmid 

연구진이었다 [ 1 ] .  이  연구에서는 p-형 

polyacetylene 폴리머를 n-형 ZnS 반도체 

웨이퍼 위에 직접 적층하고, QE (quantum 

efficiency) 특성은 광전 변환은 주로 폴리머 층 

내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Jsc (short-circuit current)값은 불과 nA 수

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후 Caltech의 

Lewis 교수 연구진은 Si-폴리머 하이브리드 태

양전지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에너지 변환 효율

은 1~5% 수준이었다. 폴리머 층은 p-타입 층

으로서, n-Si 층과 계면을 이루어 광전하의 분

리와 전하 포집의 역할을 하였다. 얻어진 Voc 

= 0.64 V값은 계면의 재결합을 무시하였을 때

의 이론치와 잘 부합하였다 [2]. 이러한 선도적 

연구 성과에 힘입어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다양

한 소재들과 Si 나노구조 적용 등 그 연구의 폭

그림 1.  (a) P3HT/Si 다이오드의 전류-전압 특
성과 등가회로를 이용한 분석, (b) 다이오
드 특성의 온도 의존성과 분석을 통하여 
제안한 p-P3HT/n-Si 계면의 에너지 밴
드 다이어그램 [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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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넓어지고 에너지 변환효율도 큰 진보를 이루

게 된다. 

2010년 Nolasco 등은 Au/P3HT/n-Si/Al 

다이오드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태

양전지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논문을 발표

하였다 [3]. 먼저 그림 1과 같이 다이오드는 이

중 다이오드와 SCLC (space-charge-limited 

conduction) 특성을 보이는 직렬저항, 그리

고 션트 (shunt) 저항 요소까지 고려되는 다소 

복잡한 등가회로를 통하여 묘사되었다. 또한, 

300∼360 K 온도 영역에서 얻은 전도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그림 3의 오른쪽과 같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상대적

으로 단순한 평면소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

과는 나노구조가 적용된 폴리머-Si 하이브리

드 태양전지 특성 이해와 효율 개선을 위한 유

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2.2 폴리머/비정질 Si 하이브리드 소자 연구

2008년 미국 Stanford 대학 McGehee 교

수 연구진과 NREL 연구팀은 비정질-Si (a-

Si)과 두 종류의 중합체 (conjugated) 폴리머

인 P3HT와 MEH-PPV로 이루어진 이종접합의 

PV 특성을 연구하여 보고하였다 [1]. 비정질 Si 

소재가 PV 응용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소재

가 저가이고 유연한 금속 기판 등에도 증착 가

능하기 때문이다. 광전류의 입사광 파장 의존성 

등을 통하여 살펴보면, a-Si 보다는 폴리머 증

이 광전류 생성에 주로 기여함을 알게 된다. 이

러한 결과는 무기물소재 기반의 a-Si 태양전지

와는 확연한 차이를 이루는 점이다. 따라서, 폴

리머/a-Si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소자에서는 폴

리머 내부의 엑시톤 (exciton) 효과가 빛에 의

해 생성되는 전류-홀 쌍의 특성보다 훨씬 중요

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연구진들에 의하면 

폴리머/a-Si 계면에서는 두 가지 전하 분리 메

커니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계면을 향한 전하

의 확산으로, 분리된 전자가 반도체 층으로 주

입되는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폴리머에서 반도

체 쪽으로 일어나는, Foster 과정과 유사한 에

너지 전달 과정으로 폴리머 쪽으로 홀이 주입되

는 경우이다 (그림 2). 이 소자에 사용된 a-Si 

층은 hot-wire CVD 공정에 의해 증착되었고, 

나노구 리소그래피 (nanosphere lithography)

와 RIE (reactive ion etching)을 통하여 나노

구조로 제작되었다. 그 위에 P3HT와 MEH-

PPV 층은 스핀 코팅 후 후열처리를 거쳐서 형

성되었다. 나노구조는 평면형 소자에 비교하여 

특성 개선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평면형 소

자의 Jsc값은 0.6 mA/cm2인 반면, 나노구조 

소자는 1.23 0.6 mA/cm2까지 증가하였다. 또, 

Voc값도 평면 소자는 90 mV에 지나지 않으나, 

나노구조 소자는 이보다 수 mV 정도 미미한 증

가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성 개선 효과

는 RIE 과정 중에 a-Si 표면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효율값은 a-Si/P3HT 경

우가 0.16%, a-Si/MEH-PPV 소자의 경우가 

0.01%로 그 변환 효율값은 매우 낮은 수준이

다.

2.3  폴리머/Si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의 나노
소재 응용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소자에서 나노

구조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9년 2

그림 2.  MEH-PPV, P3HT, a-Si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과 유기-무기 계면에서 일어
나는 엑시톤 (exciton), 전하 (electron, 
hole) 수송 과정의 모식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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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MRS Bulletin에 실은 미국 Stanford 대학 

McGehee 교수 리뷰 (review)에 잘 소개되어 

있다 [5]. 유기물 소재에서는 짧은 엑시톤 확산

거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벌크이종접합이라는 

블렌드 (blend) 구조가 널리 이용되어 왔다. 오

늘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나노기술을 접목하

여 이를 잘 정렬된 (ordered) 블렌드 구조로 제

작하는 시도들이 제안되게 되었다 (그림 3). 최

적의 거리와 크기를 갖춘 정렬된 나노구조가 더 

나은 효율 특성을 보일 것이라는 개념은 매우 

단순하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많은 기

술적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짧은 엑시

톤 (exciton) 확산거리를 고려하면 10 nm 수준

의 극도로 작은 나노구조가 제작되어야 한다. 

또, 충분한 광흡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두께는 

200 내지 400 nm 수준은 되어야 한다. 이러

한 서로 상충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림 3(d)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극에 수직한 곧

은 나노구조를 제안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 밴

드 구조를 잘 따져서 넓은 영역의 태양광 스펙

트럼을 흡수할 수 있고, 또 생성된 엑시톤의 분

리와 전하 수송 과정에서의 최대 효율을 도모

할 수 있는 소재 선정이 필요하다. 나노구조 틀 

(nano template)을 활용하여 정렬된 이종접합 

구조를 만드는 시도들은 참고 문헌 5에 잘 소개

되어 있다. 

정렬된 이종접합 개념은 곧 다양한 무기 나

노소재와 유기소재를 접목하는 아이디어로 확

장 적용되게 된다. 대표적으로 Si 나노선 소재

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Si 나노선 어레이

는 다양한 top-down 및 bottom-up 공정을 

통하여 제작할 수 있다. 하나의 예시로 2010

년 UC Berkeley의 Peidong Yang 교수 연구진

의 결과를 보면, 그림 4과 같이 Si 나노선 어레

이는 매우 뛰어난 광흡수 효과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6]. Si은 대표적인 간접형 밴드갭 천이 

(indirect bandgap transition)을 하는 물질로, 

에너지 밴드갭보다 큰 에너지의 빛에 대해서도 

흡수율이 뛰어나지 않음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나노구조 형성을 통하여 

소재 본연의 결점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라고도 

그림 3.  폴리머 이종접합 태양전지 구조. (a) 에
너지 다이어그램. (b) 두 층 적층구조 
(bilayer) 형태의 이종접합, (c) 벌크 이
종접합 구조, (d) 정렬된 이종접합 구조 
[ITO: indium tin oxide, FTO: fluorine-
doped in oxide] [5]. 

그림 4.  Si 나노선 어레이의 사진, SEM 단면 사
진과 광투과율. 평면 소재에 비하면 투과
율이 매우 감소됨을 알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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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 먼저, 나노구조 형성으로 평면 

벌크 소재와 비교하면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아짐

에 따라 소재의 유효 (effective) 굴절률이 감소

하고, 이는 AR (antireflection) 효과를 통하여 

나노구조의 반사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게 된

다. 또, 빼곡히 채워진 나노선들 사이에 광산란

이 일어나면 빛의 경로를 소재와 횡방향으로 만

들어 줌으로써, 광흡수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Si 나노선 어레이와 유기소재를 결합한 하이

브리드 소재에서는, Si이 생성된 엑시톤이 분리

되기 이전에 전하를 포획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기 소재와 Si 접합 표면적도 넓어

지기 때문에 효율적 전하 수집이 일어날 수 있

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 

몇몇 연구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4 폴리머/Si 나노선 Schottky 태양전지

2010년 Stanford 대학 연구진은 Si 나노선에 

전도성 폴리머인 PEDOT을 도포하여 Schottky 

접합 형태의 태양전지 소자를 구현하였다 [7]. 

금속/Si 접합과는 달리 폴리머/Si 접합 계면에

서는 주어진 소수 수송자 확산 거리(minority 

carrier diffusion length)에 의해 주어지는 최

대 한계 Voc값 달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i 표면의 끊어진 결합 (dangling bond)

들이 효과적으로 패시베이션 (passivation)됨으

로써 페르미 준위 고정 (Fermi level pinning)

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나노선 어레이에서는 표면적이 극도로 커진 경

우에 해당함으로, 표면 패시베이션 효과가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소자 제작 과정에

서는 BHF (buffered HF) 처리를 통해서 자연

산화막을 제거하고 UV-오존 처리 등을 통하여 

폴리머 소재와 Si 계면의 접착특성 (adhesion)

을 개선하였다. 양질의 계면이 형성되지 않

으면, 생성된 전하의 표면 재결합 (surface 

recombination)이 심각해지고 이는 곧 Voc와 

Jsc의 감소로 이어져서 에너지 변환효율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이 연구에

서는 접촉 (contact)에 의한 직렬 저항값의 감

소를 위하여, 상부전극으로 Ag 나노선 (NW, 

nanowire) 네트워크를 이용하였다. Ag 나노선

의 경우는 OPV 소자에서 향상된 특성을 나타

내는 보고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PEDOT/Si 

나노선 소자에 있어서 Ag 나노선 투명전극은 

직렬 저항 감소로 FF와 Jsc값은 증가를 가져왔

지만, 션트 (shunt)와 표면 재결합 증대로 인한 

Voc 감소 효과도 가져왔다. 

그림 5는 소자의 EQE (external quantum 

efficiency) 특성을 보여준다. 가시광 파장

의 넓은 영역에 걸쳐서 80%를 넘는 EQE값

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데로 Si 나노선은 가

시광선 영역에서 10∼20% 수준의 낮은 반사

율은 보이기 때문에, PEDOT/Si 나노선 소자

가 100%에 근접하는 IQE (internal quantum 

efficiency)값을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는 PEDOT의 패시베이션 효과로 폴리머/Si 

계면의 재결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시광의 긴 파장(붉은색에 해당) 쪽

과 적외선 영역은 EQE값이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는 사용한 Si 나노선의 길이가 불과 2 ㎛

으로 장파장 영역에서의 광흡수가 미흡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Jsc값은 21.2 mA/cm2으로 4.5 

㎛ 두께의 소자에서 얻어진 에너지변환 효율값

은 6.1%였다. 저자들은 나노구조 최적화를 통

한 장파장 영역 광전변환 효율 증가, 폴리머의 

그림 5.  PEDOT/Si 나노선 하이브리드 소자의 
EQE 특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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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코팅 공정, 상부 전극의 전기적 특성 개

선 등을 통하여 10% 수준의 효율 달성을 기대

하고 있다. 

2.5  Si 나노선 기반 하이브리드형 p-n 접합 
태양전지 연구의 배경

2005년 Caltech의 Atwater 교수 연구진

은 기존의 평면형 pn-접합 태양전지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하여 방사형 (radial) pn-접합

을 제안한다 [8]. 태양전지는 태양으로부터 입

사하는 에너지원으로서의 빛을 최대한 흡수

하고, 이로부터 생성된 전하를 효과적으로 분

리 (separation)하여 포획 (collection)하는 것

이 그 기본 원리이다. 특정 파장에서 광흡수

계수 (α, absorption coefficient)의 역수 (1/

α)로 주어지는 표피 심도 (skin depth)보다 두

꺼운 소재는 해당 파장의 빛을 효과적으로 흡

수할 수 있다. 하지만, 소재의 두께가 소수 수

송자 확산 거리보다 커지게 되면 재결합 손실 

(recombination loss) 때문에 전하 포획 확률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저가의 고효율 소자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얇은 소재를 써서 전

하포획 확률은 높이고 소재 비용을 줄여야하는 

상충하는 기술적 요구를 극복해야 한다. 

Atwater 교수의 제안 이래로 이러한 나노선 

기반의 태양전지 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

다. 하지만 Si 소재를 이용한 마이크로 또는 나

노 크기의 와이어 (wire) 기반 태양전지 구현을 

위해서는 3차원 구조에 균일한 p-n 접합을 형

성하는 기술적 난관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 기술로서 유기물 소재와의 이종접합을 구

현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다음 절에서는 이

와 관련된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6 Si 나노선 기반 p-n 접합 태양전지 
   연구의 배경

유무기 하이브리드 형 태양전지로서 Si 나

노선을 이용한 사례는 매우 많다. 그 중, 

City Univ. of Hong Kong의 Shuit-Tong 

Lee 교수 연구진의 2011년 결과를 살펴보겠

다 [9]. 이 연구에서는 습식공정인 전해식각 

(electroless etching) 방법으로 제작된 n-

형 Si 나노선 어레이와 2,2,7,70-tetrakis 

(N,N-di-pmethoxyphenyl-amine)-9,90-

spirobifluorene (spiro-OMeTAD) p-형 유기

반도체 접합 구조 (그림 6)를 이용하여 9.70%

의 높은 효율을 달성하였다. 동일 소재로 이루

어진 평면형 소자 효율은 6.01%였다. 효율 향

상의 주된 이유는 광흡수 증진과 core-shell 구

조를 통하여 접합면적을 넓힘으로써 전하 포획 

효율을 향상시킨 점으로 이해하였다. 

2011년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 연구진은 n-형 Si NR (nanorod) 구조

에 spiro-OMeTAD p-형 유기반도체를 적용하

여 10.3%의 효율을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0]. 위의 S.-T. Lee 연구진과 유사하게 Si 나

노구조는 전해식각 방법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또, spiro-OMeTAD 위에 PH500 용매를 써서 

전도성 PEDOT:PSS 박막과 Ag 그리드 전극을 

증착하였다 (그림 7). 에너지 밴드 구조를 보면 

생성된 전하의 수송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또, 

SEM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 spiro-OMeTAD가 

NR 사이 공간으로 잘 침투하여 Si 표면의 패시

그림 6.  (a) 유기반도체 소재와 (b),(c) 제작된 
유기반도체/Si 나노구조 기반 태양전지 
소자 모식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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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션 효과도 클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반

면, 체인 길이가 긴 편

인 PH500은 NR 상부

에 연속적인 층을 형성

함을 볼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Si NR의 길

이를 0.15에서 5 ㎛까

지 바꾸어 가며 그에 따

른 태양전지 특성 변화

도 보고하였다. 그 경향

성은 단순히 설명되기

는 어려웠다. 그 이유는 

NR 길이가 길어지면 광흡수량이 증가하는 긍정

적 영향과 함께 유기반도체 층의 코팅이 어려워

지면서 접합 면적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도 같

이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는 고효율 소

자 제작을 위하여서는 Si 나노구조로 이루어진 

3차원 구조 내부에 치밀한 유기반도체 층을 형

성하는 공정이 주요 이슈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2009년 Stanford 대학의 Yi Cui 그룹 연구

진은 나노선 구조 대신 나노콘 (nanocone) 구

조를 이용하여 폴리머-Si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를 구현하였다 (그림 8)[11]. 이 소자의 에너지 

변환효율은 9.84%에 달하여 10%에 매우 근접

한 높은 효율을 달성하였다. 나노콘 구조는 유

효 굴절률값이 시표 표면에서 기판 쪽으로 점

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매우 효율적으로 반사

율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나노선에 비

하면 기계적 안정성도 뛰어나고 식각이나 도핑, 

다른 박막소재의 적층 등 후속 공정에서도 훨씬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실험 결과에 

덧붙여 광학적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최적의 나

노콘 구조를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0 ㎛ 두께의 Si 소재로 달성 가능한 Jsc값은 

39.1 mA/cm2로 이론적 한계에 거의 근접한 수

치임을 알 수 있다. 나노소재의 표면적 증대와 

그로 인한 표면 재결합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공정 개선이 뒤따른다면 폴리머/Si 나노콘 태양

전지는 바람직한 저가 소자의 대안으로 대두될 

그림 7.  (A) Spiro-OMeTAD/Si NR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의 (a) 단면 모식도와 (b)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B) Si NR의 단면 SEM 
사진 (a) 코팅 전, (b) PH500 코팅 후, 
(c) spiro-OMeTAD와 PH500 코팅 후. 그
림의 막대 길이는 200 nm [10]. 

그림 8.  Si 나노콘/폴리머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소자의 제작과정 
모식도와 단계별 SEM 사진 [1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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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기 소자 제작

과 예상치 모두 단결정 Si을 이용한 것이므로, 

박형 Si 소재의 제작과 이를 다룰 수 있는 공정 

기술과 장비 확보 등 현실적 해결책 등도 요구

된다.

2.7  Micro-textured Si 폴리머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대만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연구

진들은 PEDOT:PSS 폴리머를 마이크로 텍스쳐 

구조를 갖는 (micro-textured) Si 단결정 위에 

도포하여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를 제작하였고, 

그 결과 9.84%의 변환효율을 구현하였다 (그림 

9)[12]. 9.84%의 변환효율을 구현하였다. 텍스

쳐된 표면에 균일한 두께의 폴리머 층을 도포하

기 위해서 스핀 코팅 시의 rpm 변수 제어와 접

착도 (adhesion) 개선을 위한 표면 계질 등의 

공정을 최적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태양전

지 특성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평면형(planar) 

소자와 대비하여, 텍스쳐된 소자는 Jsc값이 크

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 스핀코팅 회전수

가 낮아서 공동 (void)이 포함된 소자를 제외하

면, Voc값과 FF도 함께 증가하여 큰 효율 증진

을 얻을 수 있었다. Micro texture 구조의 광

반사율은 9.5% 수준으로 planar 소자 대비 크

게 감소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짧은 파장 

영역에서 IQE값이 95%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는 Si 단결정 태양전지와 비교하면, 괄목할 수

준의 증가인데 그 이유는 PEDOT:PSS의 밴드

갭 값이 커서 표면층에서 흡수된 짧은 파장의 

빛에 의한 생성된 전하의 재결합을 방지하기 때

문이라 이해되고 있다. 장파장에서 낮은 IQE값

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자 후면에서의 재결합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개선하면 Jsc

값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저자들은 소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효율 극대

화를 위한 주요 인자를 확인한 바 있다. 이 결

과에 따르면 계면과 PEDOT의 결함밀도, 도핑 

농도, 후면 계면의 재결합 속도 등이 태양전지 

효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PEDOT:PSS/Si 구조의 최대 가능효율은 

18.2% 수준으로 예상되었다. 이 소자의 경우, 

표면에서의 반사와 금속 전극에 의한 빛가림 손

실 (shadowing loss) 등의 광흡수율 증진 노력

도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 20% 이상 수준의 효

율 증가도 가능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8 ZnO/Si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ZnO는 3.37 eV에 달하는 큰 밴드갭을 갖는 

소재로서, 60 meV에 이르는 큰 엑시톤 결합

에너지값과 상대적으로 용이한 박막 및 나노구

조 제작 공정 등의 장점으로 다양한 광전자 소

자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나노

구조를 활용한 소자 가능성 탐색이 매우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에 힘

입어 ZnO/Si core-shell 이종접합구조에 대한 

연구를 보고한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중 한 예로 본 저자가 수행한 연구의 예를 살

펴보기로 하겠다 [13]. Si 나노선 어레이는 전

해 식각을 통하여 제작되었고, 그 위에 ZnO 박

막은 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방법으로 

증착하였다 (그림 10). 입사광의 에너지를 바

꾸어 가며 얻은 광전류 특성을 보면, p-Si 쪽

에 양의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는 400 nm 미

그림 9.  PEDOT:PSS/Si 태양전지의 SEM 사진. 
스핀 코팅 공정 시 회전수를 (a) 1,000, 
(b) 4,000, (c) 6,000, and (d) 8,000 
rpm와 같이 높여줌에 따라 coverage가 
개선됨을 볼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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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자외선 영역에서만 주로 광전류가 얻어

지지만 음의 전압을 인가하면 400 nm 이상의 

가시광 영역에서 광전류를 얻을 수 있고 파장

이 길어질수록 광 전류값도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인가전압 의존성은 ZnO와 Si의 밴

드갭과 전자 친화도 (electron affinity)값을 고

려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실험 결과와 그 분석 결과에 따르

면 ZnO/Si 하이브리드 구조는 두 소재의 밴드

갭 차이가 너무 크고 그로 인한 밴드 오프셋으

로 광여기된 전하 수송이 원활하지 않아 바람

직한 태양전지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최근 미국 Stanford 대학의 Brongesma 교수 

연구진이 보고한 바와 같이 ZnO와 같은 TCO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층을 주기적 

그레이팅 (grating) 구조로 만들면 매우 효율적

인 광흡수가 300 nm 두께의 a-Si 초박막 태

양전지에서도 20 mA/cm2 수준까지 구현할 수 

있다는 계산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14]. 이러한 

가능성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중요한 후보 

중 하나라고 보여 지는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의 효율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전망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분야는 당장 짧은 시간 

내에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신 다양한 

유-무기 소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시험

하고 확인하는 연구 대상으로서 매우 매력적인 

분야를 제공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

여 진다. 효율 측면에서는 2.6, 2.7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폴리머/Si 하이브리드 태양전지가 

10% 효율을 달성하여 가장 주목 받는 성취를 

이루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나노구조 외

에도 마이크로 구조물에서도 큰 효율 향상이 속

속 보고되고 있어, 계면 결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더욱 고무적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는 기대를 갖게 한다. 최근 관련 연구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데, 그래핀 (graphene)과 

같은 다양한 탄소나노구조 적용 연구로 발전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2.8절에서 살펴본 금속산

화물/Si 소자는 당장 효율면에서 의미 있는 성

과는 없지만, 기존의 정보통신 소자 산업을 통

하여 확립된 공정의 우월성과 상대적으로 잘 알

려진 물성을 바탕으로 태양광발전 외에도 정보

처리 기능을 갖는 다기능 소자의 구현이 이루

어질 수도 있으리란 전망을 해본다.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관련 기술과 학문적 이해의 진보는 관

련 학문적 성취와 태양전지 외에도 광전자 소자 

기술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의 도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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