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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 박사과정, 김기환 박사, 김진영 교수, 박종남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양자점 기반 태양전지 동향

‥

1. 서 론
　　

현재‥환경오염‥및‥탄소‥기반‥에너지‥고갈‥문

제에‥직면한‥인류는‥청정‥에너지원‥개발에‥박차

를‥가하고‥있다.‥이‥중‥태양에서‥형성된‥광에너

지를‥전기에너지로‥변환시키는‥태양전지‥개발

에‥많은‥연구자들이‥관심을‥가지고‥접근하고‥있

다.‥태양전지는‥전기를‥태양으로부터‥직접적으

로‥생산할‥수‥있는‥친환경적이며‥무한대의‥에너

지‥공급원인‥태양을‥이용하기‥때문에‥무제한‥에

너지‥공급‥역할을‥할‥수‥있는‥미래지향적이며‥

잠재성이‥풍부한‥차세대‥기술이다.‥2016년‥현재‥

태양전지‥시장은‥연간‥40‥GW의‥생산으로‥800

억‥달러의‥시장‥수익을‥형성하고‥있다‥[1].‥이는‥

매년‥점점‥증가하는‥추세로‥관련‥기술‥또한‥빠

른‥속도로‥발전하고‥있다.

태양전지는‥결정질/다결정질의‥실리콘‥계

로‥이뤄진‥1세대‥태양전지,‥염료감응형‥및‥박

막형‥화합물‥반도체로‥이루어진‥2세대‥태양전

지‥및‥반도체‥양자점을‥포함하는‥3세대‥태양전

지로‥구분된다.‥현재‥상용화‥된‥태양전지‥소자

는‥Si‥계열의‥1세대‥태양전지가‥주를‥이루고‥있

으나,‥효율이‥높으면서‥생산단가를‥낮추고자‥용

액공정‥기반의‥화합물‥반도체‥태양전지‥혹은‥차

세대‥태양전지에‥속하는‥3세대‥태양전지의‥발

전이‥급격하게‥이뤄지고‥있다.‥용액공정‥태양전

지는‥낮은‥온도에서‥제작‥가능하고,‥다양한‥형

태의‥태양전지‥제작‥방식이‥가능하여‥차세대‥태

양전지로‥널리‥연구되고‥있다.‥다양한‥태양전지‥

분야‥중‥용액‥공정이‥가능한‥양자점‥태양전지는‥

여러‥양자점‥물질의‥특별한‥장점들로‥인하여‥급

속히‥발전하여‥현재‥상용화에‥근접하는‥기술이‥

개발되었다.‥양자점‥특성인‥나노입자의‥크기‥조

절을‥통하여‥자유로운‥에너지‥준위의‥조절을‥바

탕으로‥가시광선‥영역뿐만‥아니라‥적외선‥영역

의‥빛을‥활용할‥수‥있는‥넓은‥스펙트럼‥태양광

을‥활용할‥수‥있어,‥차세대‥태양전지로‥각광받

고‥있다.

양자점‥태양전지의‥소자‥효율은‥약‥10년‥동안‥

급격히‥증가하여‥2016년‥현재‥10.6%‥광변환‥효

율이‥보고되고‥있으며‥[3],‥본‥보고서를‥통하여‥

양자점‥소재의‥특징과‥합성방법을‥소개하고,‥양

자점의‥광학적,‥전기적,‥화학적‥특성‥변화를‥통

그림 1.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태양광 에너지 최대 흡
수 그래프, 삽입은 나노입자 크기에 따른 발광 이
미지 [2] N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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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양자점‥태양전지‥효율‥증가에‥기여한‥다

양한‥혁신적‥기술들을‥소개하고자‥한다.

2. 콜로이드 양자점의 특성 및 합성법

2.1 콜로이드 양자점의 특성

　　

양자점‥(Quantum‥Dots,‥QDs)은‥낮은‥밴

드갭‥ (Band‥Gap)을‥가진‥반도체‥혹은‥화

합물‥반도체의‥크기를‥엑시톤‥보어‥반지름‥

(Exciton‥Bohr‥Radius)‥이하의‥크기인‥2~10‥

nm로‥조절한‥ 0차원의‥나노입자를‥의미하

며,‥보통‥수백에서‥수천개의‥원자로‥구성되

어‥있다.‥이‥중‥콜로이드‥양자점‥(Colloidal‥

Quantum‥Dot,‥CQD)이란‥양자점의‥표면

에‥계면활성제‥(Surfactant)가‥결합을‥이루고‥

있어,‥용매상‥분산성을‥가질‥수‥있는‥양자점

을‥의미한다.‥이와‥같은‥콜로이드‥양자점을‥광

전소자,‥특히‥태양전지에‥응용하려면‥양자점

의‥밴드갭‥및‥전하-정공‥이동속도‥(Electron-

Hole‥Mobility)를‥태양전지에‥맞춰‥조절해‥줄‥

필요가‥있으며,‥이는‥콜로이드‥양자점을‥구성

하는‥반도체‥나노입자‥및‥이의‥표면을‥둘러싸

고‥있는‥계면활성제의‥특성을‥다양하게‥변화

시켜‥구현‥가능하다.

양자점의‥밴드갭을‥조절하는‥방법은‥크게‥두‥

가지로‥구분할‥수‥있다.‥첫‥번째로는‥양자점

의‥크기를‥조절하여‥양자구속효과‥(Quantum‥

Confinement‥Effect)를‥일으켜‥그림‥2와‥같

이‥벌크‥(Bulk)‥물질의‥밴드갭을‥쉽게‥제어

할‥수‥있는‥특징을‥이용하는‥방법이다.‥양자

점의‥크기가‥줄어들게‥되면‥양자점‥내부의‥전

자가‥존재할‥수‥있는‥공간의‥크기가‥점점‥작

아지게‥되고,‥양자점을‥이루는‥물질의‥엑시톤‥

보어‥반지름‥이하로‥입자의‥크기가‥작아지게‥

되면,‥양자점의‥에너지‥준위‥(Energy‥Level)‥

는‥파울리의‥배타‥원리‥(Pauli’s‥Exclusion‥

Principle)에‥의하여‥양자화‥되기‥시작한다.‥

양자점의‥크기가‥줄어들수록‥벌크‥상태의‥특

성보다‥원자‥상태의‥에너지‥준위와‥유사한‥특

징을‥보이게‥되며,‥이에‥의하여‥밴드갭이‥커지

는‥특징을‥보인다.

두‥번째로‥양자점을‥이루는‥화합물의‥종

류,‥조성을‥변화시키는‥방법이‥있다.‥일반적

으로‥양자점은‥낮은‥밴드갭의‥반도체의‥크기

를‥보어‥반지름‥이하로‥줄이는‥방법을‥통해‥밴

드갭‥크기를‥조절하는데,‥일정‥이하의‥크기로‥

양자점의‥크기를‥줄이게‥되면‥양자점의‥표면

적‥(Surface‥Area)이‥급격히‥증가하여‥양자

점‥자체의‥안정성이‥크게‥감소하는‥문제가‥있

다.‥또한‥양자점을‥합성할‥때‥사용되는‥전구체‥

(Precursor)의‥반응성‥(Reactivity)의‥한계‥때

문에‥입자의‥크기가‥일정‥이상으로‥커지지‥않

아‥일정‥이하의‥밴드갭을‥얻지‥못하는‥문제도‥

있다.‥이와‥같은‥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양자

점을‥이루는‥화합물‥반도체‥자체의‥조성을‥변

화시키거나,‥도핑‥ (Doping)을‥통하여‥밴드

갭‥사이에‥결함‥에너지‥준위‥(Defect‥Energy‥

Level)를‥생성시켜‥양자점의‥에너지‥준위를‥조

절한다‥(그림‥3).‥

이와‥같이‥콜로이드‥양자점은‥화학적‥방법

을‥이용하기‥때문에‥다양한‥화합물‥반도체‥소

재를‥이용‥가능하고,‥크기‥및‥조성‥변화가‥용

그림 2.  반도체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밴드갭
을 조절하는 양자 구속 효과를 도시한 그림 
(Sigma-Aldrich, Quantum Dots)



전기전자재료 제29권 제5호 (2016년 5월)   35

테마기획  _ 콜로이덜 퀀텀 닷
S p e c i a l 
T h e m a

이하여‥밴드갭‥및‥전기적‥특성을‥자유‥자재

로‥조절‥가능한‥특징이‥있다.‥또한‥표면에‥계

면활성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를‥조절하

여‥태양전지의‥효율을‥증가시키는‥연구가‥다

각적으로‥이뤄지고‥있다.‥일반적으로‥콜로이

드‥양자점의‥표면에‥결합해‥있는‥계면활성제

는‥양자점의‥안정적인‥용매‥분산상을‥도와주

는‥역할을‥하나,‥많이‥사용되는‥계면활성제인‥

올레산‥(Oleic‥Acid),‥올레아민‥(Oleyamine)‥

등은‥전도성이‥전혀‥없기‥때문에‥태양전지

를‥만들‥경우‥계면활성제‥자체가‥전자와‥정공

의‥이동을‥방해하는‥저항으로‥작용한다.‥이

를‥해결하기‥위하여‥계면활성제를‥이루는‥탄

소‥사슬‥ (Carbon‥Chain)의‥길이를‥줄여서‥

양자점과‥양자점‥사이의‥거리를‥줄이는‥연구

를‥통하여‥양자점‥사이의‥접촉‥저항‥(Contact‥

Resistance)을‥최소화‥하는‥연구가‥진행되고‥

있다.‥이와‥더불어‥그림‥4에서와‥같이‥유기‥계

열‥계면활성제‥(Organic‥Ligand)‥대신‥무기‥

계열‥리간드‥(Inorganic‥Ligand)를‥이용하여‥

양자점과‥양자점을‥가교결합‥(Crosslinking)

시켜‥양자점‥광활성층‥(Photo-Active‥Layer)‥

내부에서의‥전자-정공의‥이동‥속도를‥최대화

시키는‥연구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6].‥

2.2 콜로이드 양자점 합성 방법

양자점을‥형성하는‥방법은‥크게‥Bottom-

Up‥방식과‥Top-Down‥방식이‥있다.‥콜로이

드‥양자점의‥경우‥반응에‥참가하는‥전구체‥분

자(Precursor‥Molecule)와‥계면활성제를‥이

용하여‥계면활성제에‥둘러싸인‥나노입자‥형태

로‥전구체‥분자를‥조립하는‥방법인‥Bottom-

Up‥방법을‥이용하여‥그림‥5(b)에서‥도시한‥것

과‥같이‥합성이‥진행된다.‥콜로이드‥양자점의‥

경우‥양자점‥표면에‥계면활성제가‥결합해‥있

기‥때문에‥용매상에‥용해시켜‥둘‥경우‥양자점

끼리‥뭉치는‥현상‥(Aggregation)‥이‥발생하지‥

않고‥잉크‥형태인‥콜로이드‥형태로‥분산이‥가

능하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대부분의‥콜로이드‥양자점‥합성은‥열분해법‥

(Thermal‥Decomposition)을‥토대로‥합성을‥

진행한다.‥열분해법이란‥용매‥안에‥계면활성

제와‥양이온‥전구체‥(Cation‥Precursor)와‥음

그림 3.  N-type 도핑이 이뤄진 양자점의 에너지 준
위, 도핑에 이용된 원자의 농도에 대한 결함 에
너지 준위 비율의 변화 [4] AAAS.

그림 4.  유기 계면활성제를 구성하는 탄소 결합의 길
이가 짧은 계면 활성제로 변환시키는 방법 (a)
[5]과 양자점의 표면을 무리 리간드로 치환한 
후 이의 가교결합을 유도하여 양자점끼리 연
결되도록 양자점 광활성층을 형성하는 방법. 
(b) [6] AC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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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전구체‥(Anion‥Precursor)가‥포함된‥용

액의‥온도를‥일정‥이상으로‥올리게‥되면,‥전구

체들이‥분해‥(Decompose)되면서‥계면활성

제에‥둘러싸인‥콜로이드‥형태의‥반도체‥화합

물‥입자를‥형성하는‥합성‥방법을‥의미한다.

열분해법은‥합성‥방식에‥따라‥크게‥고온주입

법‥(Hot‥ Injection)과‥가열승온법‥(Heating‥

up)‥으로‥나눌‥수‥있다.‥가열승온법은‥양이온‥

전구체,‥음이온‥전구체,‥계면활성제,‥그리고‥

용매‥(용매의‥경우‥계면활성제‥자체를‥용매로‥

이용하기도‥함)를‥한꺼번에‥모두‥넣고‥용액의‥

온도를‥올리게‥되면‥각‥전구체들이‥임계‥이상

의‥온도를‥받게‥되면서‥분해가‥일어나‥지연‥핵

형성‥(Retarded‥Nucleation)‥이‥발생하며‥성

장‥(Growth)이‥일어나게‥되면서‥양자점이‥형

성되는‥메커니즘을‥이

용하는‥방법이다.‥이

에‥반하여‥고온주입법

이란‥그림‥6에서와‥같

이‥용매,‥양이온‥전구

체/음이온‥전구체‥ (주

로‥양이온‥전구체나‥음

이온‥전구체가‥들어있

을‥수도‥있고,‥혹은‥전

구체‥자체가‥들어있지‥

않은‥경우도‥있음,‥양

이온‥:‥금속‥이온,‥음이

온‥:‥황,‥인,‥셀레늄‥등

을‥의미한다)‥및‥계면

활성제로‥이뤄진‥용액

의‥온도를‥일정‥임계‥

온도‥이상‥가한‥상태에

서‥상온‥혹은‥차가운‥

용액을‥고온의‥용액에‥

주입하는‥방식을‥이용

하여‥급속‥냉각에‥의한‥

과포화‥상태‥(Super-

그림 5.  Top-Down 방식 (a)과 Bottom-Up 방식(b)으로 나노입자를 형
성시키는 모식도 [7] RSC.

그림 6.  고온주입법에 의한 콜로이드 양자점의 형성 과정을 도시한 그림 
[8] Wiley.

그림 7.  다양한 조건 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양
자점 합성을 위한 미세유체반응기 모식도 [9] 
Wi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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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ion)‥상태를‥유발하여‥핵을‥형성시킨‥

후‥입자를‥성장시키는‥방법을‥의미한다.

콜로이드‥양자점의‥대량‥합성을‥위하여‥최

근에는‥연속‥공정법‥(Continuous‥Porocess)‥

기반의‥양자점‥합성‥방법도‥개발되고‥있다.‥

그림‥7에서‥도시된‥방법은‥미세유체반응기‥

(Microfluidic‥Reactor)를‥이용하여‥양자점

을‥합성하는‥방법이다.‥본‥방법의‥경우‥기존의‥

합성방식의‥한계점인‥반응기마다의‥양자점‥크

기가‥다른‥문제와‥합성이‥끝난‥후‥반응기를‥비

우고‥다시‥전구체‥용액을‥넣어줄‥필요가‥없이,‥

전구체‥용액을‥반응기에‥계속‥넣어‥주면‥양자

점을‥연속적으로‥대량‥합성‥가능하다는‥장점

이‥있어‥향후‥양자점‥소자의‥대중화에‥큰‥기여

를‥할‥수‥있는‥방법이라‥사료된다.

이와‥같은‥방법을‥이용하여‥다양한‥조성,‥크

기를‥가진‥잉크‥형태의‥콜로이드‥양자점을‥합

성할‥수‥있으며,‥이렇게‥합성된‥양자점을‥태양

전지에‥적용하는‥방법‥및‥최근‥양자점‥태양전

지‥분야에서‥관심을‥가지고‥진행되는‥연구방

향에‥대하여‥서술하고자‥한다.

3. 양자점 표면처리를 통한 태양전지 응용

3.1  화학적 표면 처리를 통한 양자점의 전기적 

특성 증가

하나의‥양자점‥나노입자는‥수‥백에서‥수‥천

개의‥원자로‥구성되어‥있고,‥그‥크기와‥모양에‥

따라‥연속적인‥에너지‥준위가‥변화하는데,‥각

각의‥원자들이‥결합하면서‥생기는‥원자‥간격

의‥불일치가‥필연적으로‥생길‥수‥있다.‥이러한‥

원자-원자간의‥불일치는‥에너지‥준위에‥결함

이‥생겨서‥물질‥고유의‥밴드갭‥내부에‥중간‥에

너지‥준위가‥생성되는데,‥이는‥결국‥소자의‥전

자와‥정공의‥이동을‥방해한다.‥특히‥용액‥상

태의‥양자점‥나노입자의‥표면은‥일반적으로‥

COOH-,‥NH2-‥등의‥리간드와‥화학적‥배위‥

결합을‥하고‥있으므로‥양자점‥나노입자‥표면

의‥결함을‥최소한으로‥줄여‥양자점의‥중간‥에

너지‥준위를‥감소시킬‥수‥있다.‥이러한‥연구는‥

태양전지뿐만‥아니라‥발광소자,‥트렌지스터‥

등의‥모든‥양자점을‥이용하는‥소자의‥효율을‥

획기적으로‥증가시키는‥핵심적인‥연구방향으

로‥추진되고‥있다.‥양자점‥소자‥연구의‥초기에

는‥소자의‥효율에‥미치는‥표면의‥중요성에‥대

한‥이해도가‥높지‥못하여‥밴드갭‥안의‥중간‥에

너지‥준위의‥생성‥및‥제거에‥대한‥화학적인‥연

구가‥크게‥발전‥하지‥못하였다.‥최근‥5년간‥양

자점‥태양전지‥효율의‥급격한‥증가는‥양자점‥

표면‥처리‥방식의‥이해도‥증가,‥실험‥검증을‥

통하여‥소자의‥실질적‥효율에‥영향을‥주는‥방

법론‥개발에‥기인한‥바가‥크다.‥

큰‥엑시톤‥보어‥반지름을‥가짐으로써‥쉽게‥

에너지‥준위를‥바꿀‥수‥있어‥양자점‥태양전지

로‥널리‥사용되는‥PbX‥(X:‥S,‥Se)‥양자점은,‥

결정화‥구조에서‥극성‥방향인‥(111)과‥비극성‥

방향인‥(100)‥방향이‥실제‥양자점‥표면과‥리

간드가‥결합하는‥표면으로써‥PbX‥양자점의‥

경우‥(100)‥방향에‥Pb‥원자로‥구성‥되어‥있고‥

(111)‥방향은‥X‥원자로‥구성되어‥있다.‥전체적

인‥양자점의‥전하‥균형은‥Pb‥원자의‥비율‥조절

로‥유지할‥수‥있으나‥이러한‥완벽한‥전하의‥균

형을‥맞추는‥것은‥실제적으로‥쉽지‥않음으로

써‥양자점의‥중간‥에너지준위가‥생기는‥주요

한‥이유가‥된다‥[10].‥PbS‥양자점의‥경우‥이상

적인‥Pb:S‥비율은‥1:1로써‥만약‥Pb63S62의‥아

주‥작은‥비율‥차이가‥나는‥경우라도‥파동‥함수‥

(Wave‥Function)‥분배에서‥중간‥에너지‥준위

를‥만들어‥낼‥수‥있는데,‥이는‥파동‥함수가‥양

자점‥표면에‥주로‥모여‥있음을‥나타낸다‥[10].‥

이처럼‥양자점‥화학조성‥비율과‥분포는‥실제‥

소자에‥큰‥영향을‥미침을‥보인다.‥양자점‥내부

의‥비율뿐만‥아니라‥양자점‥표면‥또한‥전체적

인‥전하의‥비율에‥영향을‥미친다.‥양자점의‥표

면은‥공기‥중에‥존재‥하는‥산소에‥노출되어‥있

으므로‥또‥다른‥화학‥조성‥결합인‥양자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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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합이‥표면에‥존재‥한다.‥양자점-산소‥결

합은‥강한‥환원제‥역할을‥할‥수‥있음으로써‥중

간‥에너지‥준위를‥없앰과‥동시에‥양자점의‥전

체‥전하‥균형을‥만들어‥주는‥역할도‥한다‥[11].‥

중간‥에너지준위는‥실질적‥소자에서‥아주‥중

요한‥역할을‥하며‥생성된‥전하의‥이동,‥확산이‥

소자‥내부에‥큰‥영향을‥미친다.‥만약‥중간‥에

너지준위가‥없으면‥이러한‥전하의‥이동‥및‥양

자점의‥전기적‥성질이‥크게‥향상하므로‥실제‥

소자‥효율‥증대에‥큰‥영향을‥미친다.‥

3.2  양자점 태양전지의 구조 변화를 통한 단락 

전류 증가

양자점‥태양전지는‥많은‥재료적인‥장점이‥있

는‥반면‥상업화를‥위해서는‥극복해야‥할‥소자

의‥구조적인‥문제점이‥몇‥가지‥있다.‥첫‥번째는‥

N-type‥재료인‥금속‥산화물‥형성‥공정의‥어

려움이다.‥양자점‥태양전지로‥사용되는‥금속

산화물은‥일반적으로‥높은‥결정을‥얻기‥위해

서는‥400℃‥이상의‥고온‥과정이‥필수인데,‥이

는‥많은‥에너지와‥공정‥단가의‥증가로‥인해‥실

제‥상업화에‥불리한‥과정이다.‥두‥번째는‥높은‥

일함수를‥가지는‥전극

을‥사용‥하는‥것이다.‥

일반적인‥양자점‥태양

전지는‥한쪽은‥투명전

극을‥사용‥하고‥다른‥

한쪽은‥이에‥비해‥높

은‥일함수를‥가지는‥금‥

(Au)을‥사용하여‥전체‥

소자를‥완성한다.‥이에‥

상업화를‥기준으로‥모

듈‥제작‥시‥금‥전극은‥

양자점‥태양전지의‥제

조‥단가를‥상승시킬‥수‥

있는‥가장‥핵심적인‥재

료로서‥이를‥대체‥하는‥

연구가‥필요하다.

최근‥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새

로운‥방식의‥낮은‥온도에서‥높은‥결정성을‥가

지는‥금속‥산화물을‥이용하는‥역방향‥양자점‥

태양전지가‥개발되었다‥(그림‥9).‥역방향‥양자

점‥태양전지는‥일반적인‥투명전극인‥ITO층‥위

에‥정공‥수송층으로‥PEDOT:PSS‥층을‥도포

하고‥위에‥양자점을‥도포한‥후‥다이에틸‥징크

(Diethylzinc,‥ZnO의‥전구체)‥용액을‥양자

점‥층‥위에‥도포한‥후‥110℃에서‥가열한다.‥완

성된‥ZnO‥층은‥높은‥결정성을‥가질‥수‥있다.‥

마지막으로‥낮은‥일함수를‥가지는‥알루미늄‥

(Al)‥전극을‥열증착‥방식으로‥증착하여‥소자

를‥완성‥시킨다.‥이러한‥소자는‥ZnO층이‥양자

점‥층‥뒤에‥위치하고‥금속‥전극‥앞에‥위치함으

로써‥양자점이‥흡수‥하는‥빛의‥세기를‥크게‥해

서‥소자의‥효율을‥상승‥시킬‥수‥있는‥Optical‥

Spacer‥역할을‥할‥수‥있다‥[14].

양자점‥태양전지‥만의‥독특한‥장점은‥태양‥

에너지‥중‥가시광선‥영역뿐만‥아니라‥적외선‥

영역까지‥매우‥넓은‥스펙트럼‥영역을‥효율적

으로‥사용할‥수‥있는‥것이다.‥이는‥다른‥태양

전지와의‥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다.‥차

세대‥태양전지‥중‥유기‥태양전지는‥현재‥많

그림 8.  DFT 계산을 통한 에너지 밀도 준위 (DOS): b. 일반적인 리간드
의 양자점 중간 에너지준위를 포함하는 양자점 에너지준위, a. 양
자점 표면에 할로겐 치환을 통한 중간 에너지 준위를 제거한 에너
지 준위, c. 양자점 표면에 할로겐 치환을 통한 양자점 표면의 빈공
간을 메우는 그림 [13] N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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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발전을‥거듭하여‥현

재‥11%의‥광변환‥효율

이‥보고‥되고‥있다.‥이

에‥양자점‥태양전지의‥

장점과‥유기‥태양전지

의‥장점을‥극대화‥시키

는‥일은‥차세대‥태양전

지에‥아주‥중요한‥이슈

로써‥얼마나‥효과적으

로‥두‥재료를‥하나의‥

소자에‥넣음으로써‥고

효율의‥하이브리드‥태

양전지를‥제작하는‥문

제가‥대두된다.‥현재‥

많은‥태양전지‥소자로‥

사용‥하고‥있는‥재료인‥

PbS와‥PBDTTT‥계열

의‥유기물질은‥에너지‥

준위가‥상이하여‥두‥가

지‥물질을‥접합하여‥소

자로‥제작하기에는‥에

너지적‥손실이‥일어‥날‥

수‥있다.‥이를‥극복하

기‥위해서는‥에너지‥손

실을‥최대한으로‥줄이

면서‥접합을‥해야‥하므

로‥재료‥자체의‥엑시톤

확산‥길이를‥고려하여‥

생성된‥전자-정공‥쌍

을‥손실을‥최소화‥시키

면서‥다른‥층으로‥전달

하도록‥해야‥한다.‥이

러한‥확산‥길이를‥통한‥

재료의‥이해는‥하이브

리드‥태양전지를‥제작‥

하기‥위해서‥아주‥중요

한‥요소로‥작용한다.‥

PbS‥양자점의‥경우‥확

산‥길이가‥약‥30‥ nm‥

그림 9.  (a) 일반적인 양자점 태양전지 구조, (b) 역방향 양자점 태양전지 
구조, (c) 역방향 양자점 태양전지 구조의 TEM 단면도, (d) 양자점
층의 두께가 확산길이 이내에 일때의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전자 
정공 이동 모습, (e) PbS 양자점이 확산길이 보다 두꺼울 경우 소
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자 정공 모습 [14,15] Wiley, Elsevier.

그림 10.  (a) 양자점 태양전지 에너지 준위, 양자점 태양전지의 (b) - 다이
폴과 + 다이폴 방향에 따른 에너지 준위 변화 (d) 자가 조립 물질
의 안정성 비교 (e) 자가 조립 물질을 이용한 양자점 태양전지의 
개방 전압 변화 [16] 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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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고‥PbS층을‥이보다‥얇은‥박막으로‥형성

할‥경우‥생성된‥캐리어의‥손실을‥최소화‥하면

서‥유기층으로‥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으므

로‥소자의‥구조는‥투명전극‥위에‥PEDOT:PSS

의‥전공‥수송층과‥30‥nm‥이내의‥얇은‥PbS‥양

자점층‥그리고‥벌크‥이종접합을‥이루고‥있는‥

유기층,‥마지막으로‥Al‥금속‥전극층으로‥구성

할‥수‥있다.‥이‥구조를‥통하여‥태양전지‥소자‥

최대‥효율‥7.56%에서‥8.30%의‥광변환‥효율‥

증가와‥전류를‥2~3‥mA/cm2‥증가시킬‥수‥있

다‥[15].

3.3 표면 개질을 통한 개방 전압 증가.

양자점‥태양전지는‥다른‥박막‥태양전지에‥비

해서‥높은‥단락전류를‥발생시킬‥수‥있는‥것에‥

비해서‥상대적으로‥낮은‥개방전압을‥가진다.‥

낮은‥개방전압을‥극복하기‥위해서는‥P-type

의‥양자점‥층과‥N-type‥층인‥유기물‥및‥금속‥

산화물‥층의‥접합‥부분에‥에너지‥손실을‥줄임

과‥동시에‥두‥층간의‥에너지‥준위‥변화를‥통

하여‥가능하다.‥역방향‥양자점‥태양전지는‥

P-type인‥양자점‥층의‥표면‥개질을‥통하여‥에

너지‥준위‥변화를‥유도할‥수‥있다.‥양자점‥층‥

위에‥이온‥형태를‥띄고‥있는‥분자를‥단분자‥형

태로‥결합시킴으로써‥양자점‥층의‥비공유‥전

자쌍과‥이온‥단분자를‥배위‥결합하여‥그위에‥

N-type‥물질을‥도포하여‥소자를‥P-N‥형태로‥

만들‥수‥있다.‥이온‥단분자가‥+와‥-‥전하를‥띄

고‥있기‥때문에‥그‥배열‥방향에‥따라서‥에너지‥

준위를‥변화시킬‥수‥있다.‥이렇게‥잘‥배열된‥

소자‥내부의‥전하들은‥소자의‥효율에‥영향을‥

미친다.‥개방‥전압은‥P-N‥접합의‥에너지‥차이

에‥결정됨으로써‥이온‥단분자‥소자를‥통하여‥

역방향‥태양전지의‥최대‥개방전압을‥증가시킬

수‥있다‥[16].

‥정방향‥양자점‥태양전지는‥투명‥전극‥위에‥

금속‥산화물을‥도포하고‥그‥위에‥양자점을‥도

포한‥후‥마지막으로‥금속‥전극을‥증착하여‥소

자를‥완성한다.‥금속‥산화물의‥표면은‥-O,‥

-OH‥등으로‥이루어져‥있으므로‥-COOH와‥

강한‥배위‥결합을‥이룰‥수‥있다.‥자가‥조립‥물

질인‥Amino‥Benzoic‥Acid‥ (ABA)‥는‥acid‥

그룹에‥있는‥카르복실‥그룹과‥강한‥파이‥결합

을‥하고‥있는‥벤젠링과‥양자점과‥강한‥결합을‥

할‥수‥있는‥아민‥그룹으로‥이루어져‥있다.‥카

르복실‥그룹과‥아민‥그룹‥전하의‥차이로‥인하

여‥다이폴의‥전체‥전하가‥형성‥되어‥금속‥산화

물의‥표면의‥에너지‥준위를‥변화시킬‥수‥있다.‥

최근‥ABA를‥이용하여‥개방‥전압을‥0.64‥V에

서‥0.66‥V로‥증가시켜‥양자점‥태양전지‥최대‥

효율‥10.7%를‥얻었다‥[17].

4. 결 론

콜로이드‥형태의‥양자점‥나노입자는‥본연

의‥독특한‥특성을‥바탕으로‥양자점‥태양전

지‥소자‥분야에서‥현재‥많은‥발전을‥이룩하

여‥다른‥유기,‥염료‥감응형‥태양전지와‥어깨

를‥나란히‥하는‥높은‥광변환‥효율을‥확보하였

다.‥이러한‥눈부신‥발전을‥위해서‥새로운‥양

자점의‥합성‥및‥이의‥화학적‥특성파악뿐‥아니

라‥물리적인‥해석과‥동시에‥이를‥광전소자에‥

적용하여‥고효율의‥양자점‥태양전지를‥제작

할‥수‥있었다.‥또한‥다양한‥새로운‥소자의‥적

극적인‥개발로‥인하여‥효율‥향상‥속도가‥가속

화‥되고‥있으며,‥이에‥의하여‥양자점‥태양전

지‥분야는‥현재보다‥미래가‥더‥기대되는‥분야

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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