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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전극을 이용한 광전소자

김준동 교수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1. 개 요 

투명전극을 이용한 광전소자는 빛과 전기에너

지의 상호 교환방식에 관한 것이다. 전기에너지

로부터 캐리어를 발생시켜서 빛을 발생시키는 

LEDs, Lightings, Displays 등의 수전발광 (受電

發光) 소자가 있으며, 입사광으로부터 전기에너지

를 발생시키는 수광발전 (受光發電) 형식의 태양

전지가 대표적인 소자이다. 웨이퍼를 이용한 1세

대 태양전지를 제외한 모든 광전소자는 빛의 입출

입 가능하도록 투명전극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2. 연구 동향 

투명전도체 (transparent conductor) 의 특

징은 빛이 투과할 수 있으면서도 전기저항이 낮

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통적인 ITO 

(indium-tin-oxide) 물질이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희토류 물질인 indium의 자원의 부존량

의 제한에 따른 가격상승과 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대체 물질인 AZO (aluminum-doped ZnO)이 활

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Ag 등의 금속 나

노와이어를 이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투명전도

체를 태양전지의 성능향

상 기법과 자외선 감지 

센서에 대한 동향에 관해 

정리하였다. 

 

2.1  이종 TCO 물질
을 이용한 광전소
자의 광학/전기적 
성능 향상 기법 

광전소자 (pho t o-

electric devices)에서 

투명전도층은 빛의 입출

입을 제어하는 가장 중

요한 물질이다. 산화물그림 1.  투명전극의 저항값에 따른 응용범위 및 실제 사용되고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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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명전도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TCO) 물질은 빛의 투과를 확보하면서도 전기

적 전도성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으므로, 다양

한 광전소자에 사용되고 있다. 즉, 투명전도층

의 성능을 향상하는 것이 태양전지를 비롯한 광

전소자의 성능향상에 직결되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의 TCO 물질로 널리 쓰이는 ITO 

(indium tin oxide)물질과 AZO (aluminum 

doped ZnO)은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같은 두

께에서는 ITO 물질이 전기전도성이 우수하지

만, AZO 물질이 광학적 투명도에서는 더욱 우

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각각의 장점을 

취합하여, 이종 TCO 접합을 구성할 경우에는 

전기전도성과 광학적 투명도가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은 선행연구의 결과이다. 

AZO를 모재로 하여, ITO를 AZO층 위에 성장

시킬 경우, 투과도는 AZO 정도로 향상되고, 전

기적 성능은 ITO 정도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AZO 위에 성장되는 ITO 층은 유

사에피성장 (hetero epitaxial growth)을 통해 

결정성이 향상되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이 기

술을 이용하면, 광학적/전기적 특성이 향상된 

TCO기반의 태양전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  금속 삽입을 이용한 TCO 성능 향상 
기법 및 빛의 변조 기법 

TCO 물질에 금속을 삽입한 형태인 TCO/

Metal/TCO 구조물은 전기적 성능을 향상시키

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

속층이 삽입된 유전체 (dielectric materials)는 

그림 2.  (A) ITO/AZO 교번 접합을 이용한 TCO 
성능 향상의 결과, (B) AZO 기반의 ITO 
물질성장에 대한 TEM 분석. 

(A)

(B)

그림 3.  (a) 금속이 삽입된 TCO 구조, (b) 증착
된 TCO 구조물에 대한 현미경 사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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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반사를 능동적으로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

지고 있다. Ni, Ag, Au 등은 유전 손실이 작은 

금속이면서도, 또한 빛의 변조 (modulation)를 

효과적으로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삽

입된 금속층은 전층(front layer)의 TCO물질을 

통과한 입사광을 통해 포톤을 흡수하고, 후층 

(back layer)의 TCO물질로 전파하여 소자의 양

자효율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기법을 이용

하면, 입사광의 능동적 변조를 통해, 장파장의 

포톤에너지를 가시광 영역 (visible range)으로 

변조할 수 있으며, 이는 태양전지의 성능향상에 

근간이 되는 기술이 될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

해서, 금속의 삽입을 통해 캐리어 농도 (carrier 

concentration)와 이동도 (mobility)를 향상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본 기술을 근간으

로 입사광의 능동적 변조 및 전기적 성능이 향

상된 기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3  TCO층을 이용한 전면 전극 최적 설계
 

태양으로부터 입사하는 광에너지가 일정

하다고 가정하면, 전면전극의 최소화 기술

은 매우 절대적인 요소이다. 실제의 태양전

지에서는 광에너지에 의해 발생한 광캐리어 

(photogenerated carriers)을 포집하기 위해, 

전면전극으로 불투명한 금속성 물질을 사용한

다. 이렇게 빛에 대해 투과성을 가지지 못하

는 전면전극의 면적은 shading loss로 불리

며, 태양전지 면적의 5~7% 정도를 차지한다. 

태양광이 태양전지에 많이 입사하기 위해서

는 적은 shading 면적이 필요하지만, 이는 전

기적인 저항을 향상시켜서 전체적인 태양전지 

효율을 저감시킨다. 능동적인 전면전극 최소

화를 위해서 투명전도성 TCO 층을 이용하면, 

shading loss를 줄여도 전기적인 성능이 저감

되지 않으며, 입사광의 비율이 증대하여 전체적

으로 태양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

래는 선행 연구의 결과로, shading 면적을 2%

로 줄이고, TCO 층을 삽입하여 태양전지의 효

율을 향상시킨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TCO층 자체의 전기적/광학적 

성능 향상을 이용하여, 더욱 향상된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4 나노와이어 형태의 전면층 제작 기술 

전자기 방사(electromagnetic radiation)

은 유전체/도체의 접합에서 전자 플라즈마 진

동 (electronic plasma oscillation, 플라즈몬: 

표 1.  금속 삽입층에 의한 캐리어 농도 및 이동
도 향상 결과. 

그림 4.  (a) 전면금속 전극을 조절한 태양전지 
사진, (b) shading loss 저감에 따른 태
양전지 효율 향상 결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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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on)을 일으킨다. 이러한 전자의 진동은 

금속의 표면에 분포하게 되며, 주위의 전자기

파와 함께 쌍을 이루며 매칭 주파수 (matching 

frequency)를 형성하여 wave vector를 외부

로 확장하게 된다. 이러한 결합적 시스템인 플

라즈몬+EM wave를 폴라리톤 (polariton)이

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표면 플라즈몬 폴

라리톤 (surface plasmon polariton)이 발생

하며, 표면 플라즈몬 공명 (surface plasmon 

resonance)라고 한다. 

플라즈모닉스를 이용하면 빛을 조율할 수 

있게 되어, 회절의 한계 (diffraction limit)

을 극복할 수 있으며, 플라즈모닉 메타물질 

(metamaterials)과 구조에 이용될 수 있다. 즉 

입사한 빛이 메타물질을 통해서 빛의 변조가 가

능하게 된다.

ITO의 나노와이어가 금속으로 코팅되어 플

라즈모닉 진동을 일으키게 되면, 굴절 계수가 

변화하게 된다. 대부분의 메타물질은 Near IR 

(NIR) 영역에서, 음의 굴절값을 가지므로, 캐리

어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NIR의 입사광

을 가시광 영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ITO 나노와이어의 성장과 금

속체 코팅을 통한 효율적인 플라즈모닉 제어기

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구조체의 크기와 

물질을 제어하면 단파장/중파장/장파장의 입사

광에 대한 조율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다층의 

태양전지 (multijunciton solar cells)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림 5.  (a) 하이퍼볼릭 메타물질의 비등방성을 
이용한 회절한계 이하의 이미징 및 음의 
굴절계수 생성, (b) AZO/ZnO 교번 접합
을 이용한 효과적인 음의 굴절계수 Slab 
형성의 예. 

(a)

(b)

그림 6.  (a) ITO 나노와이어와 금속파티클을 이
용한 광변조 전면층 설계의 예, (b) ITO 
나노와이어와 금속파티클의 합성의 예, 
(c)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단파장/중파장/
장파장 입사광 스필릿에 의한 다층 태양
전지 구성의 예.

(a) (b)

(c)



20 테마

테 마 기 획     _ 투명전극을 이용한 광전소자

2.5  TCO의 주기적 구조를 이용한 광제어 
기술: 렌즈효과 

TCO를 태양광의 전면층으로 이용하면, 효과

적으로 입사광의 반사율 저감을 가져오면서도 

전기적 전도성 증대를 통해 효과적인 태양전지 

구조를 얻을 수 있다. 만약 TCO 전면층을 주기

적 패턴 (periodic pattern)형태로 구성한다면, 

입사광의 변조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태양광의 

이용이 가능하다. 태양광에서 가장 중요한 파장

대인 600 nm에서는 가장 큰 포톤에너지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대의 빛이 반도체 물

질에서 효과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TCO 전면층을 나노렌즈 구조를 가지게 하

면, 가시광 영역 (500~900 nm) 파장대의 입

사광을 효과적으로 분포시킬 수 있으며, 빛이 

반도체층을 통해서 지나가는 동안, 제 1 첨두치 

(1st peak), 제 2 첨두치 (2nd peak), 제 3 첨

두치(3rd peak) 등 다중의 빛의 모임현상을 일

으킬 수 있다. 

나노크기의 나노돔 (nanodome)을 주기적으

로 가지는 패턴을 구성하면, 가시광 영역의 빛

이 집속 (focusing)되어 전파 (propagation)하

게 된다. 이러한 것은 투명전도 TCO 나노돔의 

크기와 높이의 기하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입

사광의 흡수함수 (absorption function)를 해

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구조체의 설계를 병행하

게 된다. 이는 나노구조의 크기와 주기를 포함

한 광학적 설계를 근간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나노렌즈 구조의 TCO 전면층을 이용한 

태양전지는 Lambertian light trapping의 효과

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성능의 태양전지를 구현할 수 있는 근간기술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6 완전 투명한 자외선 감지센서 

인간의 삶과 문화는 건물의 발전과 함께 연계

되어 왔다. 건물의 미관을 유지하면서, 인간에
그림 7.  (a) 나노구조체를 통한 입사광의 재분포 

도식, (b) 파장대별 빛의 이동경로 분석 

(a)

(b)

그림 8.  (a) 나노구조체를 설계, (b) 나노구조체
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밀도 시뮬레이션 
결과. 

(I) (II) (III)

(IV)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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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인류가 지속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인

간의 삶과 에너지는 공존하고 있으며, 인류의 

삶과 에너지의 동반성은 필연적이며 사업성이 

큰 분야이다. 이에 따라 건물과 인간의 복합성

을 추구하는 기술 개발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

러, 환경 위험인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어 기술

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궁극적인 방편

이기도 하다. 

태양광은 파장의 길이가 짧은 순서대로 자외

선, 가시광선, 적외선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시광선 영역 (450~800 nm)는 인간이 감지

하는 빛의 파장대로, 인

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적외선 영

역 빛은 인간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자외선 영역은 파장에 

따라 세부적으로 UVC 

(200~280 nm), UVB 

(280~320 nm), UVC 

(320~400 nm) 범주

로 나뉘게 된다. UVA와 

UVB의 경우는 대기 구

그림 9. 투명한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 개념도. 

그림 10.  완전 투명한 산화물 반도체의 광전
소자.

그림 11.  투명 광전소자의 자외선 반응 특성.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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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 (atmospheric components)과 습기에 의

해 차단되지만, UVC의 파장은 대기를 통과하

여, 지구 지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UV 파

장은 살균 및 정화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피부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암 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인체에 유해한 UV를 능동적으로 차

단하면서 이러한 UV의 광에너지를 이용한 태양

광 발전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발생의 방안이 

될 것이다. 

중요한 발전의 목표는 완전 투명한 창호를 개

발하는 것에 있으며,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광전소자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에 개발

된 완전 투명한 산화물 반도체 자외선 감지 기

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p-NiO와 n-ZnO의 접합에 의해 

구현되었으며, 가시광의 투과도는 80% 이상이

며, 자외선 차단은 90%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본 구조를 이용하여 고성능의 자외선 센서를 구

현할 수 있었으며, 반응속도는 24.2 ms로 NiO 

기반의 자외선 센서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NiO 자체가 전도도가 매우 

높아서 인위적인 금속 전극을 제작할 필요가 없

으므로, 완전 투명한 광전소자를 구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및 전망

투명전도체는 기존의 태양전지 및 광전소자

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완전 투명한 광전

소자를 구현함으로써,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

을 제공할 잠재력이 큰 기술이다. 투명전도체

를 이용한 광전소자의 성능향상은 기본적으로 

광학적 투과도의 상승과 전기적 저항성의 저감

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한 저온 공정의 구현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필수요소이므로 액상 공정 및 후처리 공정 등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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