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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lide perovskites are promising photovoltaic materials due to their excellent optoelectronic properties 

like high absorption coefficient, low exciton binding energy and long diffusion length, and single-junction 

solar cells consisting of them have shown a high certified efficiency of 25.2%. Despite of high efficiency, 

perovskite photovoltaics show poor stability under actual operational condition, which is the mostly critical 

obstacle for commercialization. Given that the stability of the perovskite devices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charge-transporting layers, the use of inorganic charge-transporting layers with better intrinsic stability 

than the organic counterparts must be beneficial to the enhanced device reliability. In this review article, we 

summarized a number of studies on the inorganic charge-transporting layers of the perovskite solar cells, 

especially focusing on their effects on the enhanced device reliability.

 

Keywords:   perovskite solar cell, inorganic hole transport layer, inorganic electron transport layer,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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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는 높은 광흡

수계수(absorption coefficient), 낮은 엑시톤(exciton) 

결합 에너지, 긴 전하확산거리(diffusion length)와 같

은 우수한 광전기적 특성을 가진다. 이처럼 우수한 물

질 특성을 기반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페로브스

카이트 단일 광흡수층 태양전지는 25.2 %의 공인 인

증 광전변환효율(PCE)을 기록하고 있다1).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는 ABX3의 화학식을 가지며, BX6 팔

면체가 A로 이루어진 육면체의 꼭짓점을 공유하는 3

차원 결정구조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A-site

는 메틸암모늄(Methylammonium+), 포름아마디늄

(Formamidinium+), Cs(Cesium+)과 같은 유기 및 무

기 양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일 조성 또는 위의 

양이온들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B-site는 금속 양이온 자리로 납(Pb2+), 주석(Sn2+)이 

사용되고, X-site는 아이오딘(I-), 브로민(Br-), 염소

(Cl-)와 같은 할로겐 음이온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페

로브스카이트는 A-site, B-site 양이온 및 X-site 음

이온의 종류와 조성에 따라 에너지 밴드갭(bandgap)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용액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

정 비용 및 제조 단가가 낮아 차세대 태양전지로 각광받

고 있다. 하지만 높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페로브스카이

트 태양전지의 낮은 소자 신뢰성이 상용화의 가장 큰 걸

림돌로 여겨진다. 실제 소자 구동 시에는 태양전지가 높

은 온도, 습도 및 장시간 구동과 같이 가혹한 환경에 노

출되기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소자를 디자인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소자는 페로브스카이트 

광흡수층의 양 쪽으로 전자전달층(electron transport 

layer)과 정공전달층(hole transport layer)이 접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며, 빛에 의해 생성된 전자 및 정공을 

각각의 전하전달층을 통해서 외부로 추출하는 작동원리

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하 포집 방향에 따라 크게 두가

지 형태의 소자 구조가 보고되고 있다. n-i-p(정구조, 

normal structure) 소자는 빛이 조사되는 투명전극 기

판으로 전자가 포집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투명전

극 기판위에 전자전달층부터 공정이 이루어지며, 그 후 

차례대로 페로브스카이트, 정공전달층, 금속전극이 층

이 형성된다. 이와는 반대로, 투명전극 기판으로 정공

이 포집되는 p-i-n(역구조, inverted structure) 소자

는 투명전극 기판 위에 정공전달층부터 제작되어 유리

기판 / 투명전극 / 정공전달층 / 광흡수층 / 전자전달층 

/ 금속전극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페로브스카

이트 소자는 여러 층의 박막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 광흡수층 자체의 신뢰성 외에도 인접

한 전하전달층들의 신뢰성 또한 소자의 수명에 크게 영

향을 미친다2). 전하전달층으로 사용되는 물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크게 유기물 기반의 전하전달층 및 무기

물 기반의 전하전달층으로 나뉜다. 이 중, 유기물 기반

의 물질과 비교하였을 때 무기물 기반의 전하전달층은 

물질 자체가 뛰어난 열 안정성을 가지기에 이들을 통한 

고신뢰성 소자 개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기물 기반의 전하전달층은 유기물 기반의 전하전달층

에 비해 높은 온도와 같은 까다로운 공정 조건이 요구

되기 때문에 이들을 소자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

을 받는다. 특히 광흡수층인 페로브스카이트는 열에 상

당히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무기물 기반 

전하전달층을 페로브스카이트 층 상부에 공정하는 것에

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리뷰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사용되어 

온 다양한 무기 전하전달층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특히, 무기물 기반 전하전달층이 소자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통해 고신뢰성 소자 제작을 위한 소

자의 전하전달층 디자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더불어 페로브스카이트 층 상부에 무기물 기반 전하

전달층을 공정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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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기 정공전달층 (Inorganic Hole-transporting 

Layers)

2-1. NiO
X

산화니켈(NiOX)은 넓은 밴드갭, 높은 투과율, 깊

은 가전자대3)와 같이 페로브스카이트 소자에서의 정

공전달층으로써 적합한 물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한, 스핀 코팅(spin-coating)4)-6), 전기적 증착법

(electrodeposition)7), 스퍼터링(sputtering)8), 전자

빔 기상 증착법(e-beam evaporation)9),10), 원자층 증

착법(atomic layer deposition)11),12)과 같은 다양한 공

정을 통해 제조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우수

한 광전기적 물성 및 다양한 공정 방법으로 인해 페로

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정공전달층으로 유망한 물질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제조 시 높은 열처리 온도가 

요구되는 산화물의 특성 때문에 n-i-p구조보다는 고

온에 취약한 페로브스카이트 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p-i-n구조에 대부분이 적용되고 있다. 초

기의 p-i-n구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자의 대

부분은 정공전달층 물질로 PEDOT:PSS(poly(3,4-

Fig. 1.   (a) J–V curves of ED-NiOX based large area(>1 cm2) perovskite solar cell according to three different spots (masked area 
: 0.1 cm2). Reproduced with permission.[7] Copyright 2017, John Wiley and Sons. (b) SEM images of the cross-section of 
NiOX nanoparticle based n–i–p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 Reproduced with permission.[23] Copyright 2014, American 
Chemical Society. (c) Fourier transform-IR spectra of E-NiOX and W-NiOX nanoparticle powders, which are synthesized 
through different routes.[27] (d) Stability test of differently synthesized NiOX nanoparticle based perovskite solar cell (tem-
perature : 85 ℃, relative humidity : 85 %).[27] c,d) Reproduced with permission.[27] Copyright 2018, John Wiley and Sons. 
(e) Scheme of molecules adsorbed on NiOX surface before and after the hydrophobic functionalization process.[28] (f) PCE 
retention of devices employing ho-NiOX and spiro-OMeTAD as hole transport materials (relative humidity : ∼65 %).[28] e,f) 
Reproduced with permission.[28] Copyright 2019,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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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enedioxythiophene) polystyrene sulfonate)

를 활용했으며, 이를 통한 고효율 소자들이 다수 보고

되었다13). 하지만 기존 PEDOT:PSS은 물질 자체가 산

성 및 흡습성(hygroscopic)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14) 이들을 통한 고신뢰성 소자를 제작하는 것

에는 큰 어려움이 존재했다15). 이러한 유기물 기반의 정

공전달층을 대체하기 위해 NiOX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초기의 NiOX를 사용한 소자는 

PEDOT:PSS를 사용한 소자보다 낮은 태양전지 특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NiOX 기반 소자의 PCE를 높이기 위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원소들(e.g. Cu16), 

Co17), Cs18), Ag19), Mg20,21), Li22)을 통한 NiOX의 도핑

(doping)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 졌으며, 현재까지 

NiOX가 적용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20 % 이상

의 PCE를 기록했다4). 또한 전기적 증착법을 통해 제조

된 NiOX 기반 대면적( >1 cm2) 소자에서도 광활성층의 

위치에 상관없이 균일한 PCE( >19 %)를 기록했다(Fig. 

1a)7). 고효율과 더불어 85 ℃의 고온에서 우수한 장기 

열 안정성을 보여주어 무기 정공전달층 기반 소자의 우

수한 신뢰성이 보고된 바 있다5). 이와 같이 p-i-n구

조의 태양전지 소자에서는 NiOX 무기 정공전달층이 널

리 사용되고 있지만, NiOX의 높은 열처리 온도로 인해 

n-i-p구조에는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노입자(nanoparticle)를 통한 스핀코팅은 NiOX를 

통한 n-i-p구조 소자 제조 시 공정 간의 높은 온도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써 이에 대

한 몇몇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다. 용액에 분산되어 있

는 NiOX 나노입자를 통한 스핀코팅은 sol-gel process

의 고온 열처리로 인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손쉬운 

제조 방법이다. 분산된 나노입자는 이미 결정화되어 있

기 때문에 전구체(precursor)를 통한 NiOX 박막 제작 

시와는 달리 결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고온 열처리가 요

구되지 않기에, 고온 열처리 없이 NiOX 층을 페로브스

카이트 위에 공정할 수 있다. 현재 보고된 NiOX 나노입

자를 적용한 n-i-p구조 기반 소자의 PCE은 10 % 미만

으로 낮은 수치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기 분

자인 spiro-OMeTAD(2,2',7,7'-Tetrakis[N,N-di(4-

methoxyphenyl)amino]-9,9'-spirobifluorene) 기

반의 n-i-p구조에 비해 긴 수명을 나타냈으며, 무기 

정공전달층의 소자 수명 증대 효과를 보여주었다(Fig. 

1b)23). 나노입자 기반 소자의 낮은 PCE의 주된 요인은 

NiOX 나노 입자와 페로브스카이트 층 사이의 조밀하지 

않은 물리적 접촉 때문이라 여겨지며, 이는 나노입자가 

spiro-OMeTAD와 같은 통상적인 유기 정공전달층 분

자에 비해 입자크기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때문

에 페로브스카이트/정공전달층 간의 조밀한 이종접합

(heterojunction)을 형성하지 못하며, 더불어 정공전달

층 내부에서도 조밀하게 층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추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갖는 정공수송분자(hole transport molecules)를 스핀

코팅하여 페로브스카이트/정공전달층 계면 및 NiOX 나

노입자층의 빈 공간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

다23,24). NiOX/spiro-OMeTAD 정공전달 이중층을 적용

하여 NiOX 나노입자층의 빈 공간을 상대적으로 작은 분

자 크기를 가진 spiro-OMeTAD로 채울 수 있었고, 높

은 안정성(초기 PCE 대비 90 % 유지, 1200 시간 일반 

대기환경 분위기에서 보관, humidity ≤ 30 %)확보 및 

21.66 %의 PCE 달성하였다25). 

이러한 나노입자를 사용하는 경우, 나노입자 표면의 

리간드(ligand)가 소자 안정성 및 태양전지 특성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리간드에 대한 고려

가 필수적이다11),14),26). NiOX 나노 입자의 표면 리간드

는 나노입자 합성간 사용되는 용매(e.g. H2O, EtOH)에 

의한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Fig. 1c). 소

자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이드록실기(hydroxyl-

group) 리간드를 제거하기 위해 합성 간 사용하는 용매

를 바꾸어 원하는 리간드 특성을 가지는 나노입자를 합

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상된 소자 수명이 보고되

었다(Fig. 1d)27). 또한,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NiOX 나노

입자를 합성할 수 있는 수용액 기반의 공정 대신 고농도

의 oleyamine 분자가 함유된 용액을 통해 리간드를 치

환하여 소수성 리간드로 감싸여진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이 보고되었다(Fig. 1e). 소수성 NiOX 나노입자 용

액을 페로브스카이트 위에 spin-coating을 하면 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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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homogeneous) 박막이 형성되고, 페로브스카이트/

NiOX 계면에서의 재결합이 감소되어 Voc가 증가될 뿐

만 아니라 정공 수집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12.71 %의 PCE를 달성하였으며(Fig. 1f) 높은 습

도(~65 % RH)분위기에서 1008 시간 경과 후에도 초기 

PCE의 90 % 이상 유지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28). 이를 

통해 나노입자 기반 소자의 고효율과 고신뢰성 특성에

는 나노입자의 리간드가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임을 알 수 있다. 

2-2. Copper Thiocyanate 

티오시안산구리(CuSCN)은 태양전지 제조 시 무기 정

공전달층으로 많이 사용되며 깊은 가전자대 최상위 에

너지 준위, 높은 전하 이동도(mobility), 우수한 열 안

정성, 높은 투광성29)을 나타낸다. NiOX와 같은 금속 산

화물에서는 금속-산화물 간의 결합을 만들기 위해 높은 

열처리 온도가 요구되는데 반해서 CuSCN은 추가적인 

열처리없이 용액에서의 단순 석출 과정을 통해 열처리 

없이 제조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CuSCN 기반

의 소자 제작 시 제조 단가가 낮고, 공정이 용이하기 때

문에 상용화가 기대되는 유망한 무기 정공전달층 물질

로 여겨진다. 

초기 CuSCN 기반의 p-i-n구조 소자의 연구는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dipropyl sulfide30) 용매에 CuSCN를 

용해시켜 용액 제작 및 스핀코팅을 진행할 경우 얻어지

는 거친 표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었다. Dipropyl sulfide를 휘발성

이 강한 용매로 대체하거나 전기적 증착법을 통해31) 편

평한 표면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공정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상된 PCE를 얻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기

존 dipropyl sulfide 용매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암

모니아 수용액으로부터 제조된 CuSCN 기반의 소자가 

p-i-n구조에서 17.5 %의 PCE을 달성하였다32). 하지

만 다른 정공전달층 기반의 p-i-n구조 소자에 비해 열

등한 물성 및 낮은 안정성을 보이는데, 이는 페로브스카

이트 박막 제작 과정에서의 열처리 단계에서 일어나는 

CuSCN/페로브스카이트 계면 열화로 인한 것이라 여겨

진다(Fig. 2a)33). 열 응력이 인가될 때 페로브스카이트

의 열화는 페로브스카이트/CuSCN 계면의 주변 분위기

에 관계없이 가속되는 것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PMMA

와 같은 봉지 물질을 사용하여 페로브스카이트/CuSCN 

계면이 외부 환경과 단절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페로

브스카이트의 열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페로브스

카이트/CuSCN 계면이 적절한 encapsulation를 통해 

Fig. 2.   (a) Degradation of perovskite film under different coat-
ing condition on the perovskite layer (85 ℃ in ambient 
environ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33] Copy-
right 2016, John Wiley and Sons. (b) Thermal stability 
of CuSCN-based n–i–p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 (at 85 ℃ in air; in dark; CuSCN devices are PMMA 
coated; spiro-OMeTAD devices are encapsulated).
[35] (C) Operational stability of CuSCN-based n–i–p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 (at maximum power point 
under 1 sun illumination by LED with 60 ℃ in N2).

[35] b,c) 
Reproduced with permission.[35] Copyright 2017,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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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경과 단절되어야만 열 응력이 가해진 환경에서 

안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페로브스카이트 열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고 

쌓이기 때문에 열화 반응이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33). 

p-i-n구조와 달리 n-i-p구조에서는 CuSCN 층이 

마지막에 형성되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열처리

와 같은 추가적인 열처리 공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특

징이 있다. 이 때문에 CuSCN/페로브스카이트 계면이 

열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CuSCN기반 소자는 n-i-p

구조에서 p-i-n구조보다 오히려 높은 소자 성능을 보

고하고 있다. 현재, 동적 스핀코팅 방법을 통해 페로

브스카이트 박막 상부에 핀홀(pinhole)이 없는 조밀한 

CuSCN 박막을 형성한 소자에서 20.4 %의 높은 PCE가 

보고되었다34). 또한 CuSCN의 뛰어난 열 안정성을 기

반으로 spiro-OMeTAD 보다 우수한 고온 소자 안정성

을 나타냈으며, encapsulation한 소자가 85 ℃의 고온

에서 1000 시간 동안 초기 PCE의 80 % 이상을 유지하

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에 반해 유기 정공전달층 spiro-

OMeTAD는 같은 조건에서 60 % 미만의 PCE만이 유지

되며, CuSCN 기반 소자의 뛰어난 열 안정성이 확인되

었다(Fig. 2b)35). 하지만 열 안정성과는 다르게, CuSCN 

기반 소자의 구동 안정성은 여전히 낮은 특성을 보였는

데, 이는 소자 구동환경과 같은 전압이 인가되는 상황

에서 CuSCN과 인접전극인 Au의 반응 때문이라는 것

이 관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CuSCN 

층에 rGO 중간층을 삽입하여 CuSCN과 Au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분리시켰다. 이와 동시에 

rGO 층은 페로브스카이트/CuSCN 계면을 외부로부터 

encapsulation하는 역할을 하고, 분해 반응물의 탈출을 

억제시켜 열 안정성 및 구동 안정성을 같이 확보할 수 

있었다(Fig. 2c)33),35). 이와 같이, CuSCN 물질은 공정 

간 높은 열처리가 요구되지 않는 다는 이점이 있지만, 

인접층과의 반응이 쉽게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 

때문에 CuSCN를 이용 시에는 다른 계면들과의 화학 반

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3. CuO
X

산화구리(CuOX)는 적절한 가전자대 최상위 에너지 준

위36와 높은 전하 이동도37)특성으로 인해 페로브스카

이트 태양전지의 정공전달층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용

액 공정을 통해 전구체로부터 유도된 CuOX 정공전달층

을 기반으로 p-i-n구조에서 19.0 %의 PCE가 보고되

었고38), PEDOT:PSS 기반의 소자와 비교했을 때 우수

한 안정성을 가진다39). 하지만 p-i-n구조에서는 태양

광이 정공전달층부터 투과되어 오므로 상대적으로 좁은 

밴드갭40)을 가지는 CuOX 물질 특성상 소자의 광학적 손

실이 야기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CuOX를 페로브스카

이트 상부에 공정하여 기생흡수(parasitic absorption)

를 막을 수 있는 n-i-p구조의 태양전지 소자에 관한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NiOX와 마찬가지로 페로브

스카이트 층 상부에 CuOX 층을 제작할 때 다소 높은 열

처리 온도와 같은 용액 공정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

를 피하기 위해 진공 증착을 통해 CuOX 층을 형성하

는 방법이 보고 되어있다.41) Conjugated polymer(a 

quarterthiophene-based D–A conjugated polymer, 

5,6-difluorobenzothiadiazole, FBT-Th4)와 열 증착

된(thermal evaporated) CuOX가 이중층을 이루는 유-

무기 정공전달층을 적용한 소자가 18.85 %의 PCE를 

보고하였다. 또한 통합 유-무기 정공전달층은 spiro-

OMeTAD보다 강한 소수성을 나타냈고, 이를 통해 물

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 인한 소자 열화를 지연시켜 향상

된 장기 안정성을 얻을 수 있었다(Fig. 3a,b). 열 증착을 

통한 공정 외에도, 저전력 스퍼터링 공정을 통해 증착된 

CuOX 정공전달층도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에 공정 가능

함이 보고되었으며, 질소 도핑 및 spiro-OMeTAD 완충

층(buffer layer)과 결합하여 15.73 % 수준의 PCE를 가

지는 n-i-p구조 태양전지 소자도 보고되었다42),43). 

추가적으로, 에너지 밴드갭 조절을 통해 기생흡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도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

다. 일부 Cu 자리를 Ga 또는 Cr으로 치환하여(e.g., 

CuCrO2
44),45), CuGaO2

46)) 밴드갭 크기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정공전달층에 적용하여 기생흡수를 감소

시키고 광학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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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삼원계 금속산화물들은 전구체를 통한 용액공정이 

아닌 나노입자 합성을 통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이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p-i-n 및 n-i-p구조에 모두 

적용될 수 있었다. p-i-n구조에서 CuCrO2 나노입자

를 정공전달층으로 사용한 소자의 PCE는 20.54 %를 기

록했으며47),48), NiO 층 상부에 다공성 (mesoporous)의 

Zn2+-doped CuGaO2 나노입자가 적용된 p-i-n구조 

소자에서 20.15 %의 PCE를 기록했다49). 특히 CuCrO2 

정공전달층을 사용한 n-i-p구조의 태양전지 소자는 추

가적인 정공전달분자 및 다른 정공전달층 없이 무기 나

노입자 정공전달층 만으로 16.25 %의 PCE를 보고하였

다44). 마찬가지로 GuGaO2 나노입자를 이용한 n-i-p

구조 소자도 보고되었으며, 위와 마찬가지로 n-i-p구

조 소자에서 무기 나노입자 정공전달층 만으로 18.51 %

의 우수한 PCE를 보고하였다. 이들 무기 나노입자 정

공전달층은 Li 이온과 같은 도핑 물질에 의해 쉽게 열

화되는 spiro-OMeTAD 층이 적용된 소자보다 습도 및 

빛 조사 환경에서 더욱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었다(Fig. 

3c,d,e,f)44),50). 

2-4.   기타 무기 정공전달층 (Other Inorganic Hole-

transporting Layers)

앞서 제시한 물질들 외에도 태양전지 제조에 사용되

는 다양한 종류의 정공전달층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Fig. 3.    (a) The schematic diagram of energy level of CuOx based perovskite solar cell.[41] (b) Stability test of CuOx based n–i–p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s compared with spiro-OMeTAD (humidity : 70–80 % ).[41] a,b) Reproduced with permission.[41] 
Copyright 2018,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c) HR-TEM images of CuCrO2 nanoparticle synthesized via hydrothermal 
reaction.[44] (d) Stability test of CuCrO2 based n–i–p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 with spiro-OMeTAD (dry and humidity 
> 40 %).[44] c,d) Reproduced with permission.[44] Copyright 2018,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e) J-V curves of CuGaO2 
and spiro-OMeTAD based device.[50] (f) Stability test of CuGaO2 based n–i–p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 compared 
with spiro-OMeTAD (humidity : 30-55 %).[50] e,f) Reproduced with permission.[50] Copyright 2016, John Wiley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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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구조에서의 완충층으로 유망한 무기 정공전달

층에 대해서도 소개하려고 한다. 산화몰리브덴(MoOX)

은 열 증착법을 통해 제조 가능하여 공정상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p-i-n구조 뿐만 아니라 n-i-p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안정성이 낮은 PEDOT:PSS를 대체

할 시 소자 수명이 향상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51). 

특히, n-i-p구조에서 MoOX을 정공전달층 위에 증착

하여 완충층으로 사용할 때 상당한 수명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Fig. 4a,b)52),53). 이는 외

부로부터 소자 내부로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

여 페로브스카이트 층과 정공전달층의 열화를 지연시

키기 때문이다. 또한, MoOX는 투광형 페로브스카이

트에 투명전극 증착 시 완충층으로 작용하여 하부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투광형 페로브스카이트 

소자는 기존 불투명한 금속전극을 갖는 페로브스카이

트 태양전지와는 달리 페로브스카이트 소자가 흡수하

지 못하는 파장의 빛을 투과시켜야 하는 구조이며, 일

반적으로 금속전극을 TCO(transparent conductive 

oxide)로 대체하여 제작된다. 하지만 보통 투명전극

은 상온 RF(radio frequency) 스퍼터링을 통해 제조

되는데, 스퍼터링 공정은 하부 정공전달층 및 페로브

스카이트 층에 많은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특징이 있

기에 적절한 완충층이 요구된다. 무기물 MoOX 완충층

은 스퍼터링 과정을 통해 투명 전극(e.g., ITO) 증착 

시 스퍼터링 데미지로부터 페로브스카이트 층과 정공

전달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54). 

바나듐 산화물(VOX)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자의 정공전달층으로 유망한 물질이다. 스핀 코팅 기

반의 저온 용액 공정을 통해 p-i-n구조에 적용시킬 수 

Fig. 4.   (a) SEM images of MoOX buffer layer based n-i-p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53] (b) Optical images of the films of de-
composition of the MAPbI3 film from brown to yellow with increasing light exposure (red:MAPbI3, green:MAPbI3/Spiro, blue: 
MAPbI3/Spiro/MoOX).

[53] a,b) Reproduced with permission. [53] Copyright 2016, American Chemical Society. (c) SEM images 
of the cross-section of a semi-transparent single-junction perovskite solar cell.[58] (d) J-V curves for the device with a 
VOX/ITO before and after 1000 h of thermal aging at 85 ℃ in N2.

[58] c,d) Reproduced with permission.[58] Copyright 2019,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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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제조된 소자는 PEDOT:PSS기반의 태양전지 소

자보다 높은 안정성을 가짐이 보고된 바가 있다55),56). 특

히, VOX 층은 ALD기반의 저온 공정을 통해 제조 가능

하다는 것이 보고되었으며57) n-i-p구조 투광형 태양전

지 소자의 완충층으로 활용하여 소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MoOX 층과 비슷하게 ALD로 제조된 VOX 층

은 반투광성 태양전지 소자 제조 시 스퍼터링 과정에서 

오는 손상으로부터 페로브스카이트 층과 정공전달층을 

보호할 수 있다(Fig. 4c)58). 특히 ALD 공정을 통해 만

들어진 VOX 박막은 굉장히 조밀한 특성을 가지기에 외

부 환경으로부터의 효과적인 확산 장벽으로 작용하여, 

85 ℃에서 1000 시간 경과 후에도 열화가 일어나지 않

을 정도로 극적인 소자 수명 증대 효과가 보고되었다

(Fig. 4d). 

3.   무기 전자전달층 (Inorganic Electron-

transporting Layers)

3-1. TiO
2

이산화 타이타늄(TiO2)은 일반적으로 높은 전도대 최

하위 에너지 준위 및 넓은 밴드갭 특성으로 인해 태양

전지의 전자전달층 물질로 사용된다. 용액 공정을 통

해 TiO2 층을 제조할 경우 고온(>400 ℃)열처리가 요

구되는데, 이러한 까다로운 공정 조건 때문에 대부분

의 연구가 n-i-p구조에서 보고되고 있다. TiO2기반의 

n-i-p구조 태양전지에서 23 % 이상의 PCE가 달성되

었고(Fig. 5a)59)-61), 우수한 열 안정성 및 구동 안정성을 

나타냈다(Fig. 5b)62),63). 그러나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TiO2기반 소자의 안정성 테스트는 LED램프 또는 UV-

Fig. 5.   (a) J–V curve of highly efficient TiO2 based perovskite solar cells. Reproduced with permission.[60] Copyright 2019, Springer 
Nature. (b) Stability test of TiO2 based n–i–p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under contin-
uous 1-sun illumination by UV filtered light in N2). Reproduced with permission.[63] Copyright 2017,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c) Schematic diagram of mechanism for UV induced degradation ). Reproduced 
with permission.[64] Copyright 2013, Springer Nature. (d) Stability test of modified TiO2 based n–i–p structure (under con-
tinuous full sun illumination in N2, UV included). Reproduced with permission.[68] Copyright 2019,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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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조건을 통한 UV-free 빛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외선(UV) 조사 시 소자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며, TiO2를 사용하는 태양전지 소

자의 고질적 문제로 여겨진다. 

UV 불안정성에는 두 가지 주된 요인이 있다. 첫 번째

는, TiO2와 페로브스카이트 층이 광촉매 반응을 일으켜 

페로브스카이트가 PbI2로 분해되는 현상인데, 이 때문

에 페로브스카이트 막 자체가 UV 조사 환경에서 열화되

는 것이 문제이다63). 두 번째 요인은 UV 조사 시 TiO2 

막 내부 및 표면의 산소 공공(vacancy)에 흡착되어있

던 O2의 분리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deep-trap site

가 형성된다는 점이다(Fig. 5c)64). 이 과정에서 생성된 

deep-trap site은 전하들의 재결합(recombination) 센

터로 작용하며, 이는 소자의 PCE를 감소시키는 주 원인

이다. 소자의 UV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방법은 TiO2 내부의 고

유한(intrinsic) 산소 공공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4가

의 Ti원소를 대신하여 Al 또는 Nb65),66)와 같은 3가 원

소들로 치환하면 산소 공공의 양이 감소될 수 있다. 또

한 저차원의 titania 시트를 사용하여 TiOX의 산소 공

공의 양 자체를 감소시킴으로써 흡착되어 있는 O2 자체

의 양도 감소시켜 UV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67). 두

번째 방법은 TiOX 나노입자로 공정을 할 경우, 사용하는 

나노입자의 산소 공공에 흡착된 O2를 대신해 산소 공공

을 부동화(passivation) 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다56),68),69). 나노입자 합성 과정 중 산소 공공으로 인해 

결합되어 있지 않은 Ti 원자와 강하게 상호작용 가능한 

dopamine과 같은 부동화 물질을 추가하여 대기중의 O2 

대신에 TiO2를 부동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TiO2에 

흡착된 O2의 양을 줄이고 UV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

법이 보고 되었다(Fig. 5d)68). 

이와 같이 TiO2 기반의 소자는 TiO2 자체의 결함

(defect)에 의해 안정성이 크게 달라진다. 위의 경우와 

같은 소재 자체의 합성 과정에서의 결함 제어 방식과 다

르게, 일반적인 sol-gel 방법을 통해 제작된 TiO2 전

자전달층 상부에 부동화층을 삽입하여 TiO2의 결함을 

제어하는 많은 연구들도 보고되었다. 유기산(organic 

acid)70),71), 풀러렌 유도체(fullerene derivatives)72), 고

분자(polymers)73)와 같은 많은 물질들이 passivator

로 활용되었다. 제일원리(first principle) DFT(density 

functional theory) 계산에 의해 카르복실산(carboxylic 

acid)과 같은 유기산의 전자 공여(donation)에 의해 주

변 Ti 원자와 결합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제

로, 유기산을 이용해 TiO2의 표면을 부동화시킨 소자에

서 향상된 UV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UV 조사 시 

450 분 경과 후에도 초기 PCE의 90 % 이상 유지되었

고, 반면 bare-TiO2기반의 태양전지 소자는 180 분 경

과만에 초기 PCE의 30 % 수준으로 급격한 소자 성능 

저하를 보였다70). Fullerene derivative는 소자의 전자

수송능력 저하 없이 결함을 부동화 할 수 있는 다른 효

과적인 물질이다. 전자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fullerene building block을 기반으로, 시아노(cyano)

기와 같은 루이스 염기(Lewis base)가 TiO2표면의 산

소 공공을 부동화하기 위해 부착되었다. TiO2 상에 기

능성의 fullerene을 부착함으로써 향상된 UV 안정성은 

encapsulation없이 태양광 하에서 500 시간 후에 초기 

PCE의 60 % 이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bare-TiO2 기반의 소자는 200 시간 후에 대부분 열

화되었다74). 또한, 이온성 작용기를 갖는 고분자 물질들

이 TiO2의 결함을 효과적으로 부동화시킬 수 있음이 보

고되었다. 풍부한 음이온성 carboxylate와 sulfate기를 

갖는 heparin sodium을 TiO2 표면에 적용하였으며, 수

많은 음이온기와 Ti 원소의 상호작용 때문에 결함 부동

화가 이루어져 bare-TiO2기반의 소자보다 수명이 향상

되었다73). 

n-i-p구조의 TiO2 기반 태양전지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 되고 23 % 이상의 상당히 높은 PCE를 달

성했지만, TiO2를 이용한 p-i-n구조 소자에 대한 보고

는 소수에 불과하다. Sol-gel공정에 높은 온도(>400 ℃)

가 요구되어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에 적용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또한, 하부에 위치한 페로브스카이트 층에 손상

을 주지 않으면서도 TiO2 나노입자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용매가 없기 때문에 TiO2 나노입자를 이용한 박

막 제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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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위해 저온 sol-gel 공정(70 ℃)을 사용하여 TiOX 

층을 PCBM([6,6]-phenyl-C61-butyric acid methyl 

ester) 상부에 공정한 p-i-n소자가 보고되었고, PCBM 

전자전달층만을 사용한 소자보다 수명이 증가함이 확인

되었다6). 이러한 수명 증대는 TiOX 층이 페로브스카이

트와 PCBM을 encapsulation하여 대기의 산소와 수분 

및 전극과의 반응을 막아주는 것이 주 원인으로 여겨진

다75). 그러나 저온 공정은 전자수송능력이 제한된 비정

질 TiOX 층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제작된 소자는 

다소 낮은 태양전지 특성을 나타낸다는 문제점이 있다. 

저온 sol-gel공정 외에도 저온 ALD를 통해 PCBM 전자

전달층에 TiO2를 증착하는 방법이 보고되었으며, 굉장

히 조밀한 ALD 층을 통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수분 

침투 저항성 및 수명이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

만 저온 ALD TiO2 역시 비정질 특성으로 인해 전하수송 

능력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해 ALD TiO2를 

사용하는 경우 정밀한 두께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특

징이 있다76). 

3-2. SnO
2

산화주석(SnO2)은 TiO2보다 공정상의 제약이 적어 이

를 전자전달층으로 이용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nO2는 높은 

전자 이동도,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 넓은 밴드갭, 페로

브스카이트의 에너지 준위와 알맞은 전도대 최하위 에

너지 준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전달층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자에 많이 활용된다77). 전

구체78),79) 및 나노입자80),81)를 통한 스핀 코팅, 화학 용액 

Fig. 6.   (a) J-V curves of highly efficient SnO2 based perovskite solar cell. Reproduced with permission.[84] Copyright 2019, Springer 
Nature. (b) Stability test of SnO2 based n-i-p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under continu-
ous 1 sun illumination). Reproduced with permission.[86] Copyright 2019,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c) Stability test of SnO2 based p-i-n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 compared varied HTL and ETL com-
bination (relative humidity : 70-80 %). Reproduced with permission.[99] Copyright 2016, John Wiley and Sons. (d) Stability 
test of p-i-n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 compared with respect to existence of ALD SnOX layer (continuous heated at 
60 ℃ in N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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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법(chemical bath deposition)82), ALD83)을 포함한 

다양한 저온 공정 방법이 보고되었고, n-i-p구조에서 

23.56 %의 상당히 높은 PCE가 보고되었다(Fig. 6a)84). 

TiO2를 사용한 소자에 비해 뛰어난 UV 안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열 안정성 및 구동 안정성을 나

타냈다(Fig. 6b)85)-87). 

SnO2의 경우에도 TiO2 전자전달층이 적용된 소자

와 마찬가지로 태양전지의 안정성 및 성능이 SnO2 결

함의 영향을 받는데, SnO2의 표면 결함을 부동화하

기 위한 여러가지 부동화 층이 보고되었다. Fullerene 

derivatives는 앞서 TiO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자 전

달 능력을 유지한 채로 부동화층으로 삽입될 수 있다

는 특징이 있다. Lewis base기(e.g. hydroxyl기)를 통

해 fullerene을 기능화 함으로써 SnO2 내부 산소 공공

으로부터 유도된 결함이 효과적으로 부동화 되었고, 이

에 따른 XPS의 peak 이동 또한 관찰됨이 보고되었다
88),89). 실제 부동화 된 SnO2기반의 소자에서는 재결합

이 감소되며 성능은 향상되었고, 실제 구동 조건 하에

서 500 시간 경과 후에도 초기 PCE의 90 % 이상이 유

지되는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 이에 반해 bare-SnO2

기반의 소자에서는 초기 PCE의 40 %만이 유지되었으

며, SnO2 역시 결함이 소자 신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88). 추가적으로, 벤젠 고리(benzene ring)

의 기능화가 용이한 특성으로부터 벤젠유도체(benzene 

derivative)를 통한 부동화 연구도 보고되었다90)-92). 

또한, 부동화층의 요구되는 성질에 따라 TPPO(tri-

phenylphosphine oxide)와 같은 다른 분자 기반의 연

구도 진행되었다93). 

SnO2는 나노입자를 통한 공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 나노입자 자체의 특성을 제어하여 결함을 부동화 하

는 방법도 여럿 보고되었다. NiOX와 마찬가지로 나노

입자의 리간드는 소자의 성능 및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나노입자의 적절한 분산을 위

해 긴 사슬의 리간드가 요구되나 전하수송에 방해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리간드 제어는 필

수적이다94). 또한 소자 내에서 리간드 자체의 불안정성

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전하수송능력은 단순

히 소자 성능뿐만이 아니라, 소자 내 전하의 지속적 축

적과 같은 소자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나노입자를 통한 SnO2 박막 제조 후, 효과적

인 리간드 제거 공정을 통해 소자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 리간드가 제거된 SnO2 박

막을 사용한 소자의 안정성 테스트 결과 구동조건 하

에서 100 시간 후에 초기 PCE의 80 % 이상을 유지했

으나, bare-SnO2기반의 소자는 40 %만을 유지했다
95). 또한, Ammonium sulfide96), phosphoric acid97), 

2,2,2-trifluoroethanol98)와 같이 SnO2의 결함을 부동

화 할 수 있는 물질을 리간드로 사용하여 나노입자를 제

작하였을 때 안정성이 향상되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

였다. 2,2,2-trifluoroethanol을 적용하여 결함이 감소

된 SnO2 나노입자를 사용한 소자는 수명이 개선되어, 

대기 조건 하에서 720 시간 경과 후 초기 PCE의 90 % 

이상이 유지되었다. 반면에 부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SnO2 나노입자를 적용한 소자의 경우 75 %만이 유지되

었다. 

TiO2와 대조되게 SnO2는 공정상의 제약이 적어서 

p-i-n구조에도 비교적 쉽고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 페로브스카이트 위에 전자전달층을 공정하

는 p-i-n구조 소자 제작 시 SnO2 나노입자가 사용되

어진 보고가 존재한다99). 수열합성법(hydrothermal 

synthesis)을 통해 합성된 고 결정성을 갖는 SnO2 나노

입자 박막은 PCE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

로 두껍게(120 nm) 제작될 수 있었고, 18.8 %의 높은 

수준의 PCE를 나타냈다. 또한, 두꺼운 SnO2 나노입자 

층은 대기로부터 페로브스카이트를 효과적으로 보호하

며, C60만 사용된 소자보다 향상된 수명을 보였다. SnO2 

층이 적용된 소자는 75 %의 습도 조건에서 30일 경과 

후에도 초기 PCE의 80 % 이상을 유지하나 SnO2 층

이 없는 소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20일만에 완전히 열화

되었다(Fig. 6c). 또한 소자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저온 ALD를 통한 SnO2 층을 제조할 수 있다100),101). 

SnO2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도대의 최하위 에너지 준위

를 가지므로 C60, PCBM, Al-doped zinc oxide(AZO)

와 같은 다른 전자수송물질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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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있다. 특히 앞선 VOX 및 TiO2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ALD를 통해 증착된 SnO2 층은 매우 얇지만 굉장

히 조밀한 박막을 형성하기에 외부환경에 대한 상당한 

encapsulation효과를 나타내어 소자 수명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한 PCBM/AZO/ALD-SnO2 

기반의 소자의 경우 질소 분위기 및 60 ℃ 온도 조건 하

에서 1,032 시간 경과 후에도 초기 PCE가 유지된 반면 

PCBM/AZO만이 적용된 소자에서는 100 시간 내에 열

화 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Fig. 6d)100). 

3-3.   기타 무기 전자전달층 (Other Inorganic Electron 

-transporting Layers)

TiO2, SnO2를 제외한 다른 무기 전자전달층도 많

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바륨주석산화물

(BaSnO3), 산화 아연(ZnO) 및 산화 세륨(CeOX)이 있

다. BaSnO3는 넓은 밴드갭과 높은 전도대 최하위 에너

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TiO2보다 우수한 UV 안정

성을 나타내고, La 도핑을 통해 전자 이동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자의 전자전달층

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콜로이드 합성된 La 도

핑 BaSnO3를 사용하여 n-i-p구조의 소자를 제작한 보

고가 있으며, TiO2가 적용된 소자와 비교할 때, La 도핑

된 BaSnO3를 사용한 소자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 및 UV 

안정성으로부터 높은 PCE를 나타냈다(Fig. 7a,b)102). 

ZnO103)-105) 및 CeOX
106)와 같은 기능성 산화물은 높

은 전자 이동도 및 전자전달층에 적합한 에너지 준위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노입자 합성이 용이하여 

p-i-n구조에서 이를 통한 저온 공정 전자전달층으로 

Fig. 7.   (a) J-V curve of LBSO and TiO2 based perovskite solar cell.[102] (b) Stability test of LBSO based n-i-p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 compared with TiO2 (under continuous 1-sun illumination by metal-halide lamp light in N2, UV included).[102] a,b) 
Reproduced with permission.[102] Copyright 2017,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c) 
Stability test of ZnO based p-i-n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 compared with organic transport layer (ambient condition, 
humidity : 30-50 %). Reproduced with permission.[103] Copyright 2015, Springer Nature. (d) Stability test of CeOX based p-
i-n structure perovskite solar cell compared with varied electron transport layer combination (ambient condition, humidity : 
30 %). Reproduced with permission.[106] Copyright 2018,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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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상부에 공정 가능 하다. 두 경우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CBM과 비교했을 때보다 향상

된 소자 수명을 보고하였으며, 소자 안정성이 증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산화물 박막이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encapsulation하여 산소 및 수분의 침투를 막고, 효과

적으로 전극과 페로브스카이트 사이의 화학반응을 억제

하기 때문이다(Fig. 7c,d). 

4. 시사점 및 제언

본 리뷰에서는 무기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안정성을 기

반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고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겨지는 무기 전하전달층에 대

해 소개했다. 여러 층의 박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페로브

스카이트 소자의 특성 상 광흡수층과 이종접합을 이루고 

있는 정공전달층 및 전자전달층의 안정성은 소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높은 온도에 취약한 유

기 전하전달층과는 대조적으로 물질 자체의 열 안정성이 

확보된 무기 전하전달층을 적용하여 소자 수명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고신뢰성 소자를 위한 무기물 기반의 전하전

달층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점들

이 있다. 일반적인 sol-gel 공정을 통해 제작되는 금속

산화물들은 전구체 용액의 스핀코팅 및 이의 고온 열처

리를 통해서 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박막 표면에 남

아있을 수 있는 유기 작용기들 및 전하전달층 내의 결함 

제어가 필수적이다. 이와 달리 나노입자를 통해 금속산

화물 박막을 제작할 경우, 고온 열처리 없이도 페로브스

카이트 상하부에 모두 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때는 나노입자 표면을 감싸고 있는 리간드 작

용기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리간드는 소자의 성

능 및 안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고신뢰성 

소자 제조를 위해서는 나노입자 리간드 제어 연구가 많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금속산화물과는 달

리 CuSCN의 경우는 열처리 없이 제작 가능하다는 굉

장한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인접층과의 화학적 반응 가

능성이 상당히 큰 물질로서, 고신뢰성 소자를 위해서는 

CuSCN과 인접층의 반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수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PCBM 및 spiro-

OMeTAD와 같은 유기 분자를 사용하지 않고, 페로브스

카이트 상하부의 전자 및 정공전달층이 모두 무기물로 

구성될 경우 소자 수명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라 여겨

져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CuSCN만 높은 효율을 보고할 뿐 이를 제외

한 금속산화물을 이용한 소자들의 효율은 그리 높지 않

은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금속산화물의 까다로운 

공정조건으로 인해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에 고품질 박막

을 제작하기 힘들다는 점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

해서 여러 공정들을 소개하였다. 나노입자, 열 증착, 스

퍼터링 및 ALD와 같은 공정을 통해서 저온으로 페로브

스카이트 상부에 금속산화물을 제작 가능하게 하는 여

러 보고들이 있으나, 열 증착, 스퍼터링 및 ALD의 경우

는 페로브스카이트 층 상부에 바로 증착하지 못하고 일

부 중간층으로 유기물들을 필요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

다. 이에 반해 나노입자를 통한 공정을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에 직접적으로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하지만 나노입자의 상대적으로 큰 입자 크기 때문

에 현재까지 나노입자만으로 제작한 전하전달층을 사용

하는 소자는 낮은 수준의 효율을 보고하고 있다는 문제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노입자

의 크기 조절 및 리간드 디자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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