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10(1) 23-27 (2022) pISSN  2288-3274

DOI:https://doi.org/10.21218/CPR.2022.10.1.023 eISSN  2508-125X

진공 열 증착 기반의 정공수송층 적용을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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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organic-inorganic halide perovskite solar cells with a vacuum thermal evaporated hole 
transporting layer (NPB/MoO3-x). By replacing solution process based Spiro-MeOTAD with vacuum thermal evaporation based 
NPB/MoO3-x, a thin hole transporting layer was implemented. In addition, parasitic absorption that may occur during the doping 
process was eliminated by excluding solution process doping. In a solar cell with a thin vacuum thermal evaporated hole transporting 
layer, the short-circuit current density (Jsc) increased to 23.93 mA/cm2, resulting in the highest power converstion efficiency (PCE) at 
18.76%.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is essential to control the thickness of hole transporting layer located at the top in solar cell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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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ript
PeSC : perovskite solar cell
HTM : hole transporting material
CTL : charge transporting layer
HTL : hole transporting layer
Jsc : short circuit current density
Voc : open circuit voltage
FF : fill factor
PCE : power converistion efficiency

1. 서 론

유무기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낮은 엑시톤 결합 

에너지1), 높은 흡광 계수2), 긴 캐리어 확산 길이3) 및 높은 캐리

어 이동성4)과 같은 광전자 특성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태양

광 연구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최근 페로브스카이트 단일 접

합형 태양전지는 25.5% 이상의 높은 전력변환효율(PCE)을 달

성했다5). 

태양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층 중, 전하 수송층(CTL)은 

태양전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6). 기존의 n-i-p 구조에

서 태양전지 상단의 전극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정공수송층

(HTL)은 정공 추출과 외부로부터 페로브스카이트를 보호하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한다.
2,2',7,7'-Tetrakis[N,N-di(4-methoxyphenyl)amino]-9,9'- 

spirobifluorene (Spiro-MeOTAD)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리 전

이 온도(Tg≈120℃), 형태학적 안정성, 용액 처리의 용이성, 페로

브스카이트와 잘 일치하는 적절한 에너지 레벨과 같은 이유로 

현재까지 세계 최고 전력 변환 효율을 달성한 대부분의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PeSC)에서 HTL로 사용되었다
7, 8). 하지만, 

Spiro-MeOTAD 자체의 낮은 정공 이동도, 전도도로 인하여 도

핑을 통해 최적의 정공 이동도와 전도도를 얻어야한다
9). 따라서 

Lithium bis(trifluoromethanesulfonyl)imide (Li-TFSI), Cobalt 
complex, 4-tert-butylpyridine 등 도핑 첨가제들이 정공 이동도 

및 전도도 향상에 사용되어왔다
10-12). 하지만, 이 때 사용되는 도

핑 첨가제들은 흡습성
13)

을 가지고 도핑 첨가제가 첨가되었을 

때, Spiro-MeOTAD의 본연의 열 안정성을 잃게되는 문제점이 

있다
14). 또한, 일반적인 외부 환경으로부터 페로브스카이트 층

에 결함을 유도하거나 소자 안정성 및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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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고 용액 공정으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적 소자 

또는 산업화에 적절하지 않다15-17).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도핑이 필요하지 않은 HTL 연구가 많

이 진행되어오고 있다18). 그 중, 도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면적화, 텐덤화 및 산업화에 적절하고 저비용이며 쉬운 공정 방

법인 진공 열 증착 공정을 이용한 HTL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19,20).
본 연구에서는 용액 공정 기반의 Spiro-MeOTAD를 진공 열

증착 기반의 N,N-bis(naphthalen-1-yl)-N,N-bis(phenyl)benzidine 
(NPB)로 대체하여 유무기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를 구현하였고, NPB가 Spiro-MeOTAD 대비하여 얇은 두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향상된 태양전지 효율을 달성함을 확인하였

다. 얇은 NPB 두께와 용액 도핑의 부재로 Spiro-MeOTAD의 기

생흡수 특성을 배제함을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뤄진 진공 열 증착 기반의 HTL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향후 대면적 및 패턴화된 실리

콘 태양전지와 함께 고효율 텐덤 태양전지 구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라 예상한다.

2. 실험 방법

 
2.1 태양 전지의 제작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indium doped tin oxide (ITO) 
기판 위에 제조되었다. 소자 제작 전, ITO 기판을 아세톤, 이소프

로필알코올, 증류수 순으로 각각 15분씩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

척하였다. 세척한 ITO 기판을 30분간 자외선/오존 처리하였다. 
3 wt%로 희석한 SnO2 나노입자 분산용액을 3000 rpm으로 30
초간 스핀 코팅한 후, 150℃ 30분 동안 열처리하였다. C60-SAM
은 클로로벤젠에 3 mg/ml 농도로 용해 후, 0.2 um 소수성 PTFE 
필터로 필터링 후, SnO2 필름 위에 3000 rpm 30초간 스핀 코팅 

후, 120℃ 로 10분 동안 열처리 하였다. 1.4M의 페로브스카이

트 전구체 용액은 FAPbI3, MAPbBr3, CsI에 대해 83:17:4.66 
용적비로 혼합하여 0.45 um PVDF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하였

다. 여과된 페로브스카이트 용액을 C60-SAM/SnO2/ITO 기판

에 10초간 500 rpm, 20초간 5000 rpm으로 스핀 코팅하였다. 스
핀 코팅 시 2차 스핀 공정 후 15초 이내에 450 ul의 에틸아세테

이트를 적하하여 100℃에서 1시간 열처리하였다. 정공 수송층

으로 Spiro-MeOTAD 는 72.3 mg/ml 농도로 클로로벤젠에 용해

하였고, 1 ml의 용액에 Li-TFSI (520 mg/ml 농도로 아세토나이

트릴에 용해), FK209 (600 mg/ml 농도로 아세토나이트릴에 용

해), 4-tert-butylpyridine을 각각 17.6 ul, 16.5 ul, 28.5 ul의 용적

비로 첨가한 후, 4000 rpm 30초간 페로브스카이트 층 위에 스핀 

코팅 하였다. NPB는 0.2 Å/s, MoO3-x는 0.3Å/s로 각각 10 nm, 20 
nm 진공 열증착하였다. 마지막으로, 금 전극을 80 nm 진공 열증

착함으로써 n-i-p 구조의 유무기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를 제작하였다.

2.2 특성 분석

정공 수송층의 두께에 따른 투과도를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계

(Cary 5000, Agilent Technoligie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제작

된 소자의 단면은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4800 Cold FE-SEM, Hitachi high-Technologies)를 이용

하여 관찰하였다. 전류밀도-전압 곡선은 Ivium-n-Stat source 
meter와 xenon 램프가 장착된 PEC-L01 solar simulator로 측

정하였다. 소자에 가하는 빛의 강도는 1.5 G (100 mW/cm2)로 

PEC-SI01 KG5-filtered Silicon reference cell로 보정하였다. 
UPS 스펙트럼은 He (21.2 eV) 자외선 선원이 있는 UPS 시스템

(AXIS Nova, Kratos Analytical)으로 측정되었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태양전지의 제작에 있어, 고려 해야하는 요소 중 하나는 광학

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광학적 손실을 고려하여, n-i-p 구조에

서 최상단에 위치한 HTL의 두께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흔히 사용되는 용액 공정 기반의 Spiro- 
MeOTAD는 두께가 100 nm 또는 그 이하가 되었을 때, 페로브

스카이트 표면을 완전히 덮어주지 못하고 핀 홀과 같은 형태학

적 결함이 생겨 Voc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21).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HTL의 두께를 줄여 광학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태

양전지 특성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공 열 증착 기반의 HTL
인 NPB를 도입하였다. 유기 단분자인 NPB의 전도도 향상을 위

하여 용액 공정 기반의 도핑 첨가제가 아닌 무기 산화물인 MoO3

를 진공 열 증착하여 전도도 향상을 유도하였다.
Fig. 1은 NPB의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도식화 한 것이

다. Fig. 1(a)와 같이 낮은 이온화 에너지를 가진 HTL로부터 바

닥상태의 전자가 금속 산화물인 MoO3-x로 이동하고 따라서 얇

은 HTL 전체에 걸쳐 정공 캐리어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
한, Fig. 1(b)는 HTL을 구성하는 NPB와 MoO3-x의 에너지 레벨

을 고려하여 에너지 밴드 형성을 하였을 때, Fig. 1(a)와 같은 원

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NPB 기반의 태양전지 제작을 위하여 NPB 두께최적화를 하

였다. Fig. 2는 MoO3-x 두께를 20 nm로 고정하고 NPB 두께를 

10, 20, 30 nm에 따른 태양전지의 전류밀도-전압 곡선 그래프이

다. NPB가 10 nm의 두께를 가졌을 시에 직렬 저항이 가장 낮고 

Jsc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NPB 상단에 위치한 MoO3-x가 

NPB 와의 페르미 레벨 피닝을 통하여 NPB를 p-도핑 시킬 수 있

고22) MoO3-x가 20 nm 일 때, NPB 10 nm의 두께가 가장 최적의 

전하 추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Fig. 3은 Spiro-MeOTAD와 NPB 박막의 광투과도를 보여

주며, 얇은 두께의 NPB가 단파장과 장파장의 영역에서 투과

도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용액 공정을 이용한 

Spiro-MeOTAD의 도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생 흡수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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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of (a) interface doping and (b) energy alignment 
and band bending at the interface of NPB/MoO3-x HTL, 
Ec(Ev) indicates the edge of the conduction (valence) band 
while Ef denote the Fermi level

Fig. 2. J-V curves of NPB/MoO3-x based perovskite solar cells 
depending on NPB thickness under AM 1.5G illumination

Fig. 3. Transmittance spectra of Spiro-MeOTAD, NPB films 
deposited on glass

Fig. 4. Cross-section SEM images of (a) Spiro-MeOTAD and 
(b) NPB/MoO3-x based PeSCs and AFM images of (a) 
Spiro-MeOTAD and (b) NPB on perovskite surface, 
respectively

Fig. 5. Statistical analysis of (a) Jsc, (b) Voc, (c) FF, and (d) 
PCE for solution processed Spiro-MeOTAD and vacuum 
thermal evaporated NBP/MoO3-x based devices (black : 
Spiro-MeOTAD, red : NPB/MoO3-x)

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23).
Fig. 4는 각 HTL을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단면 

SEM 이미지와 페로브스카이트 표면 위에서의 각 HTL의 모폴

로지 특성을 보여주는 AFM 이미지이다. Spiro-MeOTAD는 용

액 공정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에 코팅 되기 때문에, 페로브

스카이트의 그레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증착됨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르게, NPB의 경우에는 진공 열 증착을 통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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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J-V curves of solution processed Spiro-MeOTAD and 
vacuum thermal evaporated NPB/MoO3-x based devices 
under AM 1.5G illumination and (b) EQE spectras of Spiro- 
MeOTAD and vacuum thermal evaporated NPB/MoO3-x

based PeSCs

Table 1. Summary of champion photovoltaic parameters of 
PeSCs depending on HTL (BS:Backward Scan, FS: 
Forward Scan, Scan rate: 100 mV/sec)

HTL
Jsc

(mA/cm2)

Voc

(V)

FF

(%)

PCE

(%)

Spiro-MeOTAD
(BS)

21.70
(21.36
±0.66)

1.11
(1.09
±0.02)

69.32
(69.53
±2.70)

16.70
(16.17
±0.86)

Spiro-MeOTAD
(FS)

21.73
(21.34
±0.67)

1.09
(1.09
±0.02)

73.33
(70.30
±2.45)

17.37
(16.28
±0.70)

NPB/MoO3-x

(BS)

23.93
(23.42
±0.38)

1.11
(1.11
±0.01)

70.64
(70.58
±0.54)

18.76
(18.35
±0.25)

NPB/MoO3-x

(FS)

23.93
(23.39
±0.42)

1.10
(1.10
±0.01)

70.37
(70.57
±0.61)

18.52
(18.20
±0.23)

밀하게 두께 조절을 할 수 있고 10 nm의 얇은 두께로 증착이 되

어 있으므로, 페로브스카이트 그레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서 단차를 따라서 등각적으로 코팅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5를 보면, Spiro-MeOTAD 기반의 PeSC보다 NPB 기반

의 PeSC의 Jsc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광

투과도 그래프에서 예상했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소자가 

구동할 시 얻을 수 있는 태양전지 특성 파라미터들의 편차가 적

기 때문에 진공 열 증착을 이용한 소자 제작 재현성이 향상되었

음을 또한 알 수 있다.
Fig. 6은 용액 공정 Spiro-MeOTAD 기반의 PeSC와 최적화

된 진공 열 증착 NPB/MoO3-x 기반의 PeSC의 최고 효율을 나타

낸 전류밀도-전압 곡선 그래프와  외부 양자 효율 스펙트럼이

다. 각 소자들의 태양전지 특성 값들은 Table 1에 정리되었다. 
NPB/MoO3-x 기반의 태양전지는 Spiro-MeOTAD 기반의 태양

전지와 유사한 1.11 V의 Voc 값을 보였지만, 앞서 설명한 얇은 

두께로 인한 광투과 향상을 통해 Jsc가 23.93 mA/cm2로 증가했

고 이를 통해 NPB/MoO3-x 기반의 태양전지 최고 전력변환효율

은 18.76%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높은 효율의 n-i-p 구조 

유무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최상단

에 위치한 HTL의 두께 제어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추후, 용
액 도핑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NPB/MoO3-x 기반의 태양전지

의 열 안정성 및 수분 안정성 변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

며, 이를 기반으로 n-i-p 기반의 텐덤 태양전지 제작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n-i-p 구조의 유무기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

트 태양전지를 구현하였다.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존의 용

액 공정 기반의 Spiro-MeOTAD 대신 진공 열 증착 기반의 NPB
를 정공 수송층으로 대체하여 제작하였고, 페로브스카이트와의 

에너지 레벨 맞춤 및 NPB의 전도도 향상을 위하여 MoO3-x 또한 

진공 열 증착하여 소자를 제작하였다. Spiro-MeOTAD보다 얇

은 두께를 가지는 NPB는 기생 흡수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

고, 이로 인해 Jsc가 향상되어 18.76% 라는 전력 변환 효율을 달

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였을 때, 추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대면적화, 상업화 및 텐덤화를 위

하여 진공 열 증착 기반의 정공수송층의 개발이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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