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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교수 (한경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과) 

양자점 태양전지 기술의 소개 

‥

1. 서 론

태양광‥발전과‥태양전지‥기술은‥반도체‥기술

의‥태동과‥함께‥시작되었다‥[1].‥빛에너지를‥전

위차로‥변환하는‥물리적‥과정,‥즉‥태양전지의‥

동작‥원리는‥반도체‥소자‥물리의‥발전과‥함께‥

이해되었고‥[2],‥태양전지‥제조‥기술의‥수립과‥

발전은‥실리콘‥반도체‥기술의‥수립과‥함께‥이루

어졌다‥[3].‥태양전지‥기술의‥발전‥과정은‥모‥기

술인‥반도체‥기술과는‥사뭇‥다른‥역사를‥가지

고‥있는데,‥바로‥핵심‥소재의‥탐색과‥개발의‥과

정에‥다양한‥신재료가‥등장한다는‥점이다‥[4].‥

긴‥개발‥역사를‥가지고‥있는‥Cu(InGa)Se2‥[5],‥

CdTe‥[6]‥을‥비롯하여‥최근의‥유무기‥복합‥페로

브스카이트‥소재‥[7]까지‥수많은‥신소재‥들이‥실

리콘의‥대체‥소재로서‥연구‥개발‥되어‥왔다.‥각

각의‥신소재들은‥충분한‥출력이‥가능한‥고유의‥

광학‥밴드갭과‥전하이동도가‥실험적으로‥검증‥

된‥소재들로서‥향후‥개발을‥통해‥양산성과‥신뢰

성‥확보‥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측되는‥소재들

이다.‥

양자점‥소재는‥유망한‥광학‥소재이나‥전하‥이

동‥특성의‥제어‥및‥그‥한계에‥대한‥기초‥연구

가‥부족한‥상태로‥태양전지‥등‥전자소자에의‥응

용‥연구개발이‥진행‥중이다.‥이와‥같이‥선행연

구‥되었던‥다른‥전자‥소재의‥경우들과‥달리,‥전

하‥이동에‥대한‥연구가‥부족한‥상태에서도‥양자

점을‥이용한‥광범위한‥태양전지‥연구개발이‥활

발한‥이유는‥양자점‥소재만이‥가지고‥있는‥광학‥

소재로서의‥고유한‥장점‥때문이다‥[8].‥즉,‥개별‥

양자점의‥크기‥조절을‥통한‥광학‥특성‥제어의‥

가능성‥때문인데,‥이를‥응용하면‥태양전지‥소자

의‥새로운‥설계가‥가능하다‥[9].‥본‥기고문에서

는‥떠오르는‥태양전지용‥신소재‥중‥하나인‥양자

점‥소재를‥이용한‥태양전지의‥도입‥배경을‥원리

적인‥고찰에‥입각하여‥소개함으로써‥연구자들

에게‥향후‥아이디어‥개발의‥단초를‥제공하고자‥

한다.

1.1 양자점 태양전지의 구현 방법

입사한‥빛에너지에‥의해‥생성된‥전자-정공쌍

을‥수집하기‥위해서는‥공간적‥에너지‥비대칭‥구

조가‥필요하다.‥그림‥1의‥(a)와‥(b)에‥전통적인‥

pn‥접합‥태양전지와‥엑시톤‥태양전지의‥구현‥원

리가‥도시되어‥있다.‥양자점을‥이용한‥태양전지

에는‥두가지‥방식‥모두에‥대한‥구현이‥시도되어‥

왔으나‥[10,11],‥전통적인‥pn‥접합‥형태에서‥더‥

높은‥변환효율이‥보고되어‥왔다‥[10].‥보고된‥결

과들은‥양자점을‥이용한‥태양전지‥구현에‥있어

서‥pn‥접합‥형태의‥구현이‥개념적으로‥적합하다

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이들은‥다만‥현재

까지의‥기술‥개발‥결과를‥나타내는‥것이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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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점‥표면과‥관련된‥공정기술의‥진보가‥더‥필

요한‥상황이라‥할‥수‥있다.‥그러나,‥본‥기고문

에서는‥현재까지의‥기술‥개발‥결과‥더‥높은‥출

력을‥나타내는‥pn‥접합‥형태의‥양자점‥태양전

지에‥대해‥집중적으로‥논하도록‥하겠다.‥일반

적으로‥pn‥접합‥형태의‥구현에서는‥흡수층‥내

의‥전하‥이동‥특성이,‥엑시톤‥태양전지‥구조에

서는‥계면‥전하‥분리와‥각‥전하‥이동층의‥전하‥

이동‥특성이‥태양전지‥출력을‥결정하는‥주요‥

인자라고‥할‥수‥있다.‥따라서,‥앞으로‥양자점

으로‥구성된‥흡수층‥박막의‥전하‥이동‥특성의‥

이론적‥예측,‥실험적‥개선‥방법‥및‥구현된‥박

막‥소재로부터‥정량적인‥값을‥추출하는‥방법‥

등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다.

‥

1.2 양자점 박막의 특성 제어 방법

양자점‥박막의‥광학‥특성은‥그림‥2(a)에‥나

타난‥사례와‥같이‥이론적,‥실험적으로‥잘‥정리

되어‥있다‥[12].‥양자점‥크기에‥의존하는‥광학

적‥밴드갭‥변화‥특성을‥이용하면‥양자점‥크기

의‥정밀‥제어‥기술을‥통해‥최적의‥밴드갭을‥갖

는‥태양전지‥흡수층‥소재의‥구현이‥가능하게‥

된다.‥특히‥다중접합‥(multijunction)‥기술을‥

이용할‥경우‥각각‥흡수층‥밴드갭의‥최적‥제어

가‥가능하게‥된다.‥또한,‥3절에‥기술할‥밴드경

사와‥같은‥재료‥내부‥에너지‥공간‥변화의‥다양

한‥구현이‥가능할‥것이다‥[9].‥이러한‥응용들

에‥있어서‥광학적‥검토‥및‥최적화와‥전하이동‥

특성에‥대한‥별도의‥검토가‥동시에‥필요하다.

개념‥검토에‥의하면‥양자점‥간의‥거리‥및‥양

자점‥표면‥준위의‥밀도에‥의해서‥전하‥이동‥특

그림 2.  (a) 양자점의 크기 변화에 따른 광학 밴드갭 

변화. (b) 양자점 크기 변화에 따라 제조한 태

양전지의 개방전압 변화의 경향. ([12]에서 

발췌)

그림 1.  광전변환소자인 태양전지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 에너지 밴드에 기초하여 나타냄. (a) 고

전적인 태양전지의 구성 원리. pn 접합 태양전

지가 이에 해당됨. (b) 나노 구조 전극 또는 벌

크이종접합 (bulk heterojunction)을 이용한 

태양전지의 동작 원리. 염료감응형, 유기 태양

전지 (엑시톤 태양전지) 또는 낮은 전하 이동도 

흡수층 태양전지들이 이에 해당됨.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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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하‥이동도와‥캐리어‥수명의‥곱)이‥결정

된다.‥그림‥2(b)에‥도시된‥개방전압과‥양자점‥

크기‥사이의‥실험적‥상관관계에서‥개방전압의‥

크기가‥밴드갭‥전위‥보다‥1‥V‥가량‥더‥작은‥값

을‥나타내는‥것을‥볼‥수‥있다.‥이러한‥큰‥수준

의‥밴드갭‥전위와‥개방전압의‥차는‥양자점‥태

양전지와‥관련‥된‥다른‥실험에서도‥공통적으

로‥나타나는‥현상이며,‥양자점‥박막을‥통한‥전

기전도‥능력이‥태양전지‥응용에‥아직은‥부적

합한‥수준이라는‥것을‥나타낸다.‥양자점‥박막

의‥전하이동도와‥캐리어‥수명을‥결정하는‥핵

심‥변수는‥양자점‥사이의‥거리‥및‥분포와‥양자

점‥표면‥준위‥밀도의‥크기로‥요약할‥수‥있다.‥

그림‥3에‥전하‥이동과‥전하‥수송의‥원리가‥도

시되어‥있다.

그림‥3(a)와‥같이‥양자점‥박막의‥형성‥시‥양

자점‥표면‥적당한‥분자의‥결합에‥의해‥표면‥준

위‥밀도‥제어와‥양자점‥사이의‥거리의‥결정

이‥가능하다‥[10].‥이‥때‥표면‥결합‥역할과‥양

자점‥사이‥거리‥결정의‥역할을‥서로‥다른‥분자‥

또는‥원자가‥담당할‥수‥있다‥[10].‥연구개발을‥

통해‥표면‥결함을‥최소화‥하면서‥양자점‥사이

의‥거리를‥최적화하기‥위해‥다양한‥실험적‥시

도가‥가능하고,‥각각‥비교‥평가가‥가능해야‥한

다.‥즉,‥측정을‥통해‥얻어진‥전압-전류‥사이의‥

관계‥및‥그‥관계의‥온도‥의존성으로부터‥양자

점‥사이의‥거리‥및‥표면‥전위밀도를‥모델을‥통

해‥추출할‥수‥있어야‥한다.‥그림‥4와‥같이‥측정

된‥전류의‥전압‥의존성‥및‥온도‥의존성의‥크기

에‥따라‥도시된‥2차원‥공간상에‥알려진‥전하수

송‥모델을‥배치할‥수‥있다.‥측정‥결과의‥경향에‥

따라‥대응된‥전하수송‥모델을‥이용하여‥양자점‥

사이의‥거리‥및‥표면‥전위밀도의‥추출이‥원리

적으로‥가능하다.‥다음‥절에서는‥공간전하‥제

한전도‥(space‥charge‥ limited‥conduction)‥

전도‥모델을‥적용한‥사례를‥설명한다.‥

‥

2. 양자점 박막의 공간전하제한전도

양자점‥박막의‥전하이동도는‥양자점‥표면‥

리간드‥분자의‥길이와‥그림‥5(a)에‥나타나‥있

는‥것과‥같은‥상관관계를‥갖고,‥이는‥전하‥이

동‥원리가‥양자점‥사이의‥터널링에‥의해서‥지

배된다는‥것으로‥해석‥가능하다‥[13].‥양자점‥

박막의‥제조‥공정에‥있어‥통상적으로‥적용되

는‥후‥열처리‥공정은‥양자점‥박막의‥전하이동

그림 3.  (a) 2개의 전극 사이 양자점 박막이 존재할 때 

가능한 전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그림. (b) 전

하 이동 방식의 종류와 이동 방식의 합으로 기

술되는 전하 수송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

그림 4.  전기전도 원리에 따른 종류별 분석 공간상의 

분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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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선을‥위한‥조치‥중‥하나인데,‥이것은‥열

처리에‥의한‥리간드‥분자의‥재배치‥등의‥효과

에‥의해‥양자점‥간의‥평균‥거리가‥감소한‥것에‥

기인한‥것이다.‥이를‥증명해‥주는‥것이‥양자

점‥사이의‥양자역학적‥결합에‥의한‥흡수‥밴드

의‥적색이동‥현상이‥그림‥5(b)에‥도시되어‥있

다‥[14].‥이러한‥양자역학적‥결합‥감소는‥그림‥

6(a)에‥나타난‥것과‥같은‥평균‥거리의‥감소에‥

의한‥것이고,‥결과적으로‥그림‥6(b)와‥같이‥도

전율의‥증가로‥나타난다‥[14].

금속/양자점‥박막/금속‥구조에서‥금속/양

자점‥계면이‥오믹‥접촉을‥이루는‥경우‥양자

점‥박막을‥통한‥전기‥전도는‥낮은‥전압‥조건에

서‥오믹‥전도를‥하고,‥전체‥저항은‥스며들기‥

(percolation)‥전도에‥의해‥결정된‥전도‥지배‥

사슬들의‥저항으로‥결정된다고‥볼‥수‥있다.‥그

림‥7에‥직렬‥터널저항에‥의한‥전도사슬의‥저항‥

그림 5.  (a) 양자점 박막의 전하이동도와 양자점 표

면 리간드 (ligand) 분자 길이 사이의 상관관

계 ([13]에서 발췌). (b) 양자점 박막의 열처리 

온도 증가에 따른 최대 흡수 파장의 적색이동 

(red-shift) 현상 ([14]에서 발췌).

그림 6.  (a) 양자점 단일층의 열처리 온도 증가에 따

른 뭉침 및 융합. (b) 양자점 박막의 열처리 온

도 증가에 따른 박막 도전율의 증가 ([14]에서 

발췌).

그림 7.  (a) 양자점 박막을 통한 전기전도를 1차원 사

슬 전도의 합으로 모델링했을 때 단일 전도 사

슬 전기전도의 직렬 터널 저항 모델. (b) 1차원 

사슬 전도가 무작위로 엉켜있는 형태의 양자

점 전도 모델. 전체 전도를 주도하는 스며들기 

(percolation) 사슬의 존재를 가정할 수 있음.

(a)

(b)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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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스며들기‥전도의‥개념을‥간략히‥도시‥

하였다.

스며들기‥전도는‥낮은‥전압‥영역에서‥선형

적인‥(Ohmic)‥전류-전압‥특성으로‥나타나고,‥

그림‥8(b)에서‥박막‥두께가‥가장‥얇은‥경우의‥

그래프에서‥관찰‥가능하다.‥박막‥두께가‥어느‥

이상‥두꺼운‥경우‥스며들기‥전도의‥크기가‥측

정기의‥측정‥한도보다‥작아‥측정이‥되지‥않으

므로,‥박막의‥전도‥파라미터‥추출을‥위해서는‥

시료‥두께의‥영역을‥두께‥변화‥실험을‥통해‥확

인할‥필요가‥있다.‥전극‥주입‥전하량이‥증가함

에‥따라‥공간전하‥제한전류‥영역‥(Child)‥이‥

나타나는데,‥양자점‥박막의‥경우‥높은‥양자점‥

표면‥준위밀도에‥의한‥트랩‥채움‥전도‥(trap‥

filled‥limited‥conduction)‥에‥의해‥그림‥8에‥

도시된‥것과‥같은‥모델이‥필요하다.‥그림‥8(a)

에‥나타난‥모델을‥이용하며‥박막‥내의‥트랩‥밀

도,‥전하‥이동도,‥전하‥밀도와‥같은‥전도‥관련‥

물성‥지수의‥직접‥추출이‥가능하다‥[15].‥추출

된‥지수들을‥이용하여‥앞서‥언급‥했었던‥양자

점‥표면‥준위‥밀도와‥양자점‥간‥거리의‥간접‥

추출도‥가능하다‥[15].

그림‥9에‥공간전하제한전도를‥이용하여‥양

자점‥크기‥변화에‥따른‥전하‥이동도‥변화가‥쿨

롱‥차단‥(Coulomb‥blockade)에‥의한‥규칙에‥

근사적으로‥따름을‥보여주고‥있다.‥이러한‥경

향은‥그림과‥같이‥다른‥방식으로‥얻은‥타‥문헌

의‥결과와도‥한‥그래프‥내에서‥비교‥검토될‥수‥

있다.

3. 양자점 박막의 밴드 엔지니어링

광학‥밴드갭의‥자유로운‥조절이‥가능하다

는‥점을‥응용하면‥공간적으로‥양자점의‥크기‥

변화를‥주어‥에너지의‥공간‥변화를‥자유롭게‥

설계할‥수‥있다.‥이러한‥사례의‥하나로서‥본‥

절에서는‥밴드‥경사‥구현을‥통한‥태양전지‥효

율‥향상‥기술을‥소개하고자‥한다‥[9].‥그림‥10

에‥도시된‥것‥같이‥밴드‥경사‥구조는‥다중접

합‥태양전지를‥단일접합‥태양전지‥안에‥구현

하는‥것과‥비슷한‥개념이다.‥이‥때‥이상적으

로는‥다중접합‥태양전지를‥구현했을‥때와‥같

그림 8.  (a) 공간전하제한전도의 전류밀도-전압 관계 

모델. (b) 양자점 박막의 두께 변화에 따른 공

간전하제한전도의 발현과 파라미터 추출을 위

한 전도 영역들의 구분. 두께 변화는 코팅 회

수 (dip coating 시의 number of dipping 

cycle)으로 조절함.

(a)

(b)

그림 9.  양자점 크기 변동에 따른 정공 이동도의 변화 

경향 ([15]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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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준의‥양자‥효율과‥동일‥수준의‥출력을‥

얻는‥것이‥가능하다.‥또한‥재결합‥접합을‥형

성하지‥않고‥전류‥매칭‥설계과정을‥거치지‥않

기‥때문에‥제조‥공정과‥설계‥과정이‥단순하다

는‥장점이‥있다.

캐리어‥분포‥및‥재결합율‥분포‥경향의‥간단

한‥계산‥결과가‥그림‥11에‥도시되어‥있는데,‥

그림 10.  (a) 다중접합 태양전지를 위한 3개의 흡수

층과 2개의 재결합 접합 구조. (b) 3개의 흡

수층 (또는 밴드갭 경사를 가지는 흡수층)을 

가지는 단일접합 태양전지의 구조. ([9]에서 

발췌)

그림 11.  (a) 밴드 경사가 없는 단일접합 태양전지의 재결합율 프로파일, 캐리어 농도 프로파일, 단락상태 밴드 다

이어그램. (b) 밴드 경사가 있는 단일접합 태양전지의 재결합율 프로파일, 캐리어 농도 프로파일, 단락상

태 밴드 다이어그램. (c) 밴드 경사와 에너지 부스터가 있는 단일접합 태양전지의 재결합율 프로파일, 캐

리어 농도 프로파일, 단락상태 밴드 다이어그램 ([9]에서 발췌).

그림 12.  양자점 크기의 공간적 변화를 통해 구현한 

밴드 경사 흡수층과 에너지 부스터 (EEB) 가 

적용된 태양전지 구조의 모식도 및 태양전지

의 출력 특성들 ([9]에서 발췌).

(a)

(b)

(a)

(b)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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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밴드갭‥적용에‥의해‥캐리어‥분리가‥더‥

유리해‥지고‥따라서‥흡수층‥전체의‥재결합율

이‥감소함을‥알‥수‥있다.‥또한‥좁은‥밴드갭‥방

향의‥흡수층과‥전극‥사이에‥터널‥장벽‥(에너

지‥부스터,‥EEB)을‥설치함으로써‥개방전압

의‥감소를‥보상할‥수‥있다.‥그림‥12에‥이러한‥

계산‥결과가‥실험‥결과에서‥재현‥됨을‥확인할‥

수‥있다.

4. 결 론

양자점의‥손쉬운‥광학특성‥제어‥기술은‥태양

전지‥개발의‥강한‥동기를‥제공하였다.‥현재‥전

자소재로서‥양자점‥박막의‥개발은‥여전히‥미

진한‥상황이고,‥최근‥급속히‥떠오른‥유무기‥페

로브스카이트‥소재의‥우수한‥특성에‥뒤처지

면서‥개발‥동력이‥다소‥떨어진‥상황이다.‥그러

나,‥양자점‥박막의‥광전‥소재로서‥특성‥상한에‥

대한‥연구와‥그에‥따른‥특성‥개선‥기술의‥체계

적‥개발‥방안이‥지금이라도‥제시‥된다면,‥양자

점‥박막‥기술은‥향후‥태양전지‥분야를‥포함한‥

대면적‥광전자‥소자‥제조‥분야에‥기술‥혁신을‥

제공할‥가능성이‥매우‥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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