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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효율, 플렉서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을 위한 TiCl4 후처리

공정을 적용한 저온 용액 공정 ZnO-

TiO2 이중 전자선택층의 개발

최근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태양전지의 광활성층 소재

로 주목받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ABX3 조성의 큐빅 결정 구조를 갖는 물

질을 뜻하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는 대표적으로 CH3NH3PbX3(X= I, 

Cl, Br) 조성의 물질을 광활성층으로 사용한다. 페로브스카이트 광활성층은 높

은 개방회로전압(>1.1V), 50meV 이하의 낮은 엑시톤 결합 에너지, 높은 전하

이동도, 긴 전하 확산 거리, 가시광선 영역에서 높은 흡광 계수, 저온 용액 공

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염료 감응

형 태양전지의 염료의 대체제로 처음 사용되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구조를 기반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전자수송층으로 다공

성 TiO2를 사용한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전자수송층으로 사용하는

TiO2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500℃의 고온을 가하는 소결 과정이 필요해 플렉서

블 소자를 제작할 수 없으며 투명 전극 선택에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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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속 산화물 반도체 중에서 ZnO는 TiO2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물질로 꼽힌다. ZnO는 3.3eV의 밴드 갭을 가지며 가시광 영역에서 흡수가 적

고 전자 이동도가 큰 장점이 있다. ZnO 박막은 스핀 코팅과 같은 용액 공정을

통해 쉽게 형성할 수 있다. 게다가 80℃의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 고분자 태양

전지의 전자수송층으로 잘 동작함이 보고 되었다. 기존의 유기 태양전지나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의 전하수송층으로 사용되는 소재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에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ZnO를 페로브스카이트의 전자수송층으

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ZnO는 페로브스카이트 광활성

층을 열처리 과정에서 분해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ZnO는 페로브

스카이트 구성 성분인 메틸암모늄(CH3NH3
+
)을 탈양자화시켜 메틸아민

(CH3NH2)으로 바꾼다. CH3NH2는 끓는 점이 낮아 상온에서 기체가 되는 특성

이 있기 때문에 열처리 과정에서 기체로 빠져나간다. 탈양자화 과정에 의해

CH3NH3
+
에서 분리된 수소이온은 ZnO 표면에 존재하는 수산기와 결합하여 물

이 된다. 메틸암모늄에서 분해된 메틸아민의 증발과 물에 의해 페로브스카이트

는 열처리 과정에서 분해되어 효율적인 소자 제작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ZnO가 페로브스카이트 활성층을 분해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TiCl4 후처리 공정을 통해 ZnO 표면에 TiO2 박막을 형성하여 페로브스카

이트와 ZnO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았다. ZnO-TiO2 이중 전자 선택층을 사

용하여 100℃ 이하의 저온 공정으로 소자를 제작할 수 있었으며 소자 효율은

고온에서 생성한 c-TiO2를 사용하여 제작한 소자보다 더 우수한 최대 16%, 

평균 14.6%를 달성하였다. 또한, PEN/ITO 기판을 사용하여 10%에 근접하는

소자 효율 9.8%를 달성하여 저온 공정의 고효율 플렉서블 소자 제작이 가능함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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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일반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는 메타티탄산칼슘(CaTiO3)과 같은 결정 구조를

갖는 물질을 말한다. 메타티탄산칼슘은 1839년 구스타프 로즈에 의해

우랄산맥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이후 러시아의 광물 학자 레프

페로브스키의 이름을 따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부르게 되었다.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는 1926년 빅터 골드 슈미트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페로브스카이트는 구성 성분에 따라서 강유전성[1], 초전도성[2], 자기

저항성[3], 전기 광학 특성[4], 반도체성[5], 전도성[6]과 같은 많은 흥미로운

특성을 나타낸다. 페로브스카이트는 ABX3(A는 1가의 유기 및 무기 양이온, 

B는 2가의 금속 양이온, X는 1가의 할로겐 음이온)의 화학조성으로 구성된

결정 구조를 갖으며 그림 1을 보면 큐빅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를

보여준다. 태양전지에서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는 보통 A에 1가 유기 혹은

무기 양이온 물질이 위치한다. 연구 초창기에는 MA(methylammonium), 

FA(formamidinium)와 같은 유기 물질만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Cs, Rb와

같은 알칼리 금속이 같이 사용되는 추세다[7, 8]. B에는 2가 금속 양이온이

위치하며 대표적으로 Pb를 사용한다. 납의 유해성 때문에 Sn[9], Bi[10], 

Sb[11]와 같은 다른 2가 금속 양이온으로 대체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효율은 아직 Pb 소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X는 Cl, Br, I와 같은 할로겐

음이온이 위치하여 페로브스카이트를 형성한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상적인 에너지 준위와 물질 조성에 따라 밴드 갭을

조절할 수 있는 특성[12-17], 가시광 영역에서 높은 흡광 계수[18, 19], 낮은

엑시톤 결합 에너지[20-24], 긴 전하 확산 길이[18, 25], 높은 전하 운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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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도[5, 25, 26]와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세대 태양전지의

광활성층으로 주목받아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는 전구체

물질이 여러 유기 용매(DMF, DMSO, GBL)에서 충분한 용해도를 가지고 있어

저온 용액 공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는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역방향, 정방향 구조에 제약을 받지 않고 소자를 제작할 수

있다. 2009년 일본의 미야사카 그룹에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의 염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페로브스카이트(CH3NH3PbI3)를 사용하여 약 3.8%의

전력변환 효율을 발표[27]한 이래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2017년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서장원 박사 연구팀에 의해 22.7%에 달하는

효율을 달성하였다. (그림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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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BX3 조성으로 구성된 큐빅 결정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그림 2. 전체 태양전지 효율 변화 추이, (삽입된 그래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 변화(NREL)[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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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 1 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특징

페로브스카이트는 용액 공정을 이용한 저비용 고효율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차세대 태양전지의 광활성 층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상적인 에너지 준위와 밴드 갭 조절 가능성, 높은

흡광 계수, 낮은 엑시톤 결합 에너지, 긴 전하 확산 길이 및 높은 전하

이동도와 같은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ü 에너지 준위 및 밴드 갭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중 하나인 MAPbI3는 단일 접합 태양전지로서 태양

빛을 흡수하기에 이상적인 1.5~1.6eV의 밴드 갭을 가지고 있으며 가전자대의

최댓값과 전도대의 최솟값은 각각 5.4eV와 3.9eV를 갖는다[12]. 흥미롭게도

페로브스카이트의 전도대의 최솟값과 가전자대의 최댓값과 같은 에너지 준위는

유기 양이온, 금속 양이온 및 할로겐 원소의 조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유기 양이온 물질인 MA를 FA로 변경하면 전도대의 최솟값이 변하면서

밴드 갭이 1.4eV로 줄어든다[13]. 이와 반대로 MA를 EA(ethylammonium)로

변경하면 밴드 갭이 2.2eV로 증가한다[14]. Ogomi 그룹은 기존의

MAPbI3에서 Pb를 Sn으로 치환했을 때 나타나는 전기적인 특성을 다양한

비율에 대해서 연구했다[15]. MASn1-xPbxI3 의 경우 χ가 1에서 0으로

감소하면 밴드 갭이 1.55에서 1.17eV로 점차 감소하고 이에 따라 광 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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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nm 파장까지 확장된다. 또한, 할로겐 원소의 변화에 따른 밴드 갭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MAPbX3의 경우에 X를 Cl, Br, I를

사용하면 밴드 갭은 각각 3.11, 2.22, 1.51eV가 된다[16, 17]. I를 사용한

페로브스카이트는 밴드 갭이 작지만 Br을 부분적으로 첨가하면 밴드 갭을

조절할 수 있다. Br의 비율이 0에서 1로 변하면 밴드 갭이 1.5eV에서 2.2eV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17].

ü 흡광 계수

이전 연구에서 MAPbI3의 흡광 계수는 550nm에서 1.5 × 104 cm–1, 

700nm에서 0.5 × 104 cm–1 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18]. 이 결과에서

550nm의 빛은 0.66μm의 깊이까지 침투하고, 700nm의 빛은 2μm의

깊이까지 침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험적으로 MAPbI3는 약 2μm 

두께에서 최대 흡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Xing 그룹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의 흡광 계수는 600nm 파장에서 5.7 × 104 cm–1의 값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19]. 고분자 태양전지의 광활성층과 비교 했을 때 가시광

영역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가진 높은 흡광 계수는 고효율 태양전지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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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엑시톤 결합 에너지

밴드 갭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광이 광 흡수체에 조사 될 때, 가전자대의

전자가 전도대로 들뜬상태가 되어 정공 및 전자가 생성된다. 빛에 의해 유도된

전자와 정공은 쿨롱 인력에 의해 구속되어 입자처럼 움직인다. 이것을 "엑시톤

(exciton)"라고 하는데 여기자는 일반적으로 Wannier-Mott 엑시톤과

Frenkel 엑시톤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Wannier-Mott 엑시톤은

20meV에서 98meV의 낮은 결합 에너지[20, 23]를 가지지만 Frenkel 

엑시톤은 Wannier-Mott 엑시톤보다 훨씬 높은 결합 에너지 (> 100meV)를

가진다. 

Wannier-Mott 엑시톤은 상온의 열에너지에 의해 자유 전하 캐리어로

분리될 수 있지만, Frenkel 엑시톤은 분리되는데 추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페로브스카이트는 Wannier-Mott 엑시톤을 생성하여 자유 전하 운송자를 쉽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고효율 태양 전지 제작에 유리하다.

Hirasawa 그룹은 자기 흡수 측정을 통해 MAPbI3에서 약 28Å의 큰 반경을

갖는 Wannier-Mott 엑시톤이 형성되고, 이 엑시톤의 결합 에너지는

37meV라고 밝혔다[21]. Koutselas 와 Tanaka 그룹에서는 광 흡수 측정을

통해 각각 30meV 와 50meV 값을 갖는다는 것을 보였다[22, 23]. Miyata 

그룹은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의 엑시톤 결합에너지가

16meV의 값을 갖는다는 내용을 보고했다[24]. 유기 태양전지에서의 엑시톤

결합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300meV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값에 비교해

MAPbI3의 엑시톤 결합 에너지는 매우 작은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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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전하 운송자 확산거리

긴 전하 운송자 확산거리는 페로브스카이트의 우수한 특성 중 하나다. 유기

태양전지에서 유기 물질은 보통 ~10nm의 짧은 엑시톤 확산 길이를 갖는다. 

엑시톤 확산 길이가 짧기 때문에 벌크 이종 접합을 광활성층에 도입하여 집광

효율을 향상했다. 그러나 활성층 형태를 최적화하기 어렵고 최적화된 형태는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동역학적으로 갇힌 상태이므로 이상적이지

않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에서는 엑시톤이 생성과 동시에 분리되고 전하

운송자 확산 길이가 길기 때문에 평면 이종 접합 구조를 매우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Xing 그룹은 CH3NH3PbI3의 전하 운송자 확산

길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18]. 표류 - 확산 모델을 이용한 과도

흡수 감소 역학으로부터 추정된 확산 계수를 사용함으로써 전자 및 정공의

확산 길이를 각각 130nm 및 110nm로 측정했다. 그러나 보고 된 전하 운송자

확산 길이는 페로브스카이트 막의 품질 (결정성, 도메인 크기, 결함 밀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정한 값을 규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Dong 그룹은 단결정

CH3NH3PbI3 페로브스카이트의 전자 - 정공 확산 길이를 보고했다[25]. 전하

확산 길이는 AM1.5G 하에서 175μm 이상이고 약한 빛에서는 3mm를 넘는다. 

보고된 페로브스카이트의 전하 확산 길이는 유기 태양 전지의 유기 물질보다

5배 이상 크다. 이런 긴 전하 운송자 확산 길이는 고효율 달성을 위한 유망한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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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전하 운송자 이동도

전하 운송자 이동도는 빛에 의해 생성된 엑시톤이 전하로 분리되어 각

전극으로 추출될 때 영향을 미치는 인자다. 전하 이동도가 낮으면 전하 추출이

느려지므로 전하 재결합이 발생해 태양전지 효율이 저하된다. 유기

태양전지에서 활성층의 공간 전하 제한 전류 이동도는 일반적으로 10-5
에서

10
-3

cm
2

V
-1

s
-1

값을 가진다. 페로브스카이트 광활성층은 유기 태양전지

활성층의 전하 운송자 이동도보다 훨씬 더 높은 전하 운송자 이동도를 갖는다. 

Constantinos 그룹은 저항률과 홀효과 데이터를 결합하여 MAPbI3 물질에

대해 ~66 cm2 V-1 s-1의 전자 이동도를 보고했다[5]. Wehrenfennig 그룹은

시간 분해된 테라헤르츠 분광기를 사용하여 다공질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에 대해 10cm
2 V-1 s-1의 이동도를 보고 했다[26]. Dong 그룹은

CH3NH3PbI3 단결정에 대한 운송자 이동도를 측정했다[25].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정공 이동도는 SCLC 및 홀효과를 이용해 각각 165 ± 25 cm2 V-1 s-1

및 105 ± 35 cm2 V-1 s-1로 측정했다. 그리고 전자 이동도는 홀효과와

비행시간법에 의해 24.8 ± 4.1cm2 V-1 s-1 및 24.0 ± 6.8 cm2 V-1 s-1로

측정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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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구조

그림 3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4가지 소자 구조를 보여준다[29]. 

메조스코픽 정구조 페로브스카이트는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소자 구조를

기반으로 발전했으며 현재 가장 일반적인 구조로 고성능 소자를 제작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FTO를 투명 전극으로 사용하고 50~70nm compact 

TiO2에 150~300nm 두께의 porous TiO2를 전자수송층으로 사용하여

표면적을 극대화하여 높은 효율을 달성했다. 전자수송층 상부에는

페로브스카이트를 형성하고 정공수송층으로 Spiro-MeOTAD를 사용한다. 

양극은 100nm 두께의 금으로 구성된다. 평면 구조는 메조스코픽 구조에서

다공질 금속 산화물을 제외한 구조이다. 메조스코픽 구조보다 소자 제작 공정이

간편하고 소자 효율은 메조스코픽 구조와 비슷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더 높은 J-V 이력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효율 소자는

메조스코픽 구조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역구조 페로브스카이트는 유기

태양전지 소자 구조에 기인한 구조로 PEDOT:PSS와 같은 고분자 정공

수송체를 ITO기판 위에 형성하여 소자를 제작한다. 페로브스카이트 위에는

보통 PCBM이나 C60와 같은 풀러렌 계열 전자수송층 물질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음극은 100nm 두께의 은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메조스코픽

역구조의 경우 TiO2와 유사한 구조를 정공수송체인 NiO를 이용하여 형성하여

소자를 제작한다. 역구조 소자의 경우 산성을 띠는 PEDOT:PSS가 ITO전극을

부식시키는 특성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정구조에 비해 Voc와

Jsc가 낮아 전반적인 효율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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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조 개략도 (a) 메조스코픽 정구조, (b) 

평판형 정구조, (c) 평판형 역구조, (d) 메조스코픽 역구조 ([29] 

논문의 그림을 참고함)



11

제 3 절 정구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전자 수송층

ü TiO2의 한계와 대체재: ZnO

정구조 페로브스카이트는 대부분 TiO2를 전자수송층으로 사용한다. TiO2

전자수송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500℃의 높은 온도에서 진행하는 소결

과정이 필수다. 높은 열을 가하는 공정 때문에 투명전극 선택에 제한을 받으며

플렉서블 기판에 소자를 제작할 수 없다. 따라서 플렉서블 기판과 다양한 투명

전극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위해서는 저온 공정이 가능한 전자 수송

물질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는 물질에는 ZnO가 있다. ZnO는

3.3eV의 직접 천이형 와이드 밴드 갭을 갖는 2-6족 화합물 반도체이다. 

기본적으로 ZnO는 wurtzite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O이온은 hexagonal 

site에 위치하고 Zn이온이 tetrahedral interstitial site에 위치한다(그림 4). 

ZnO는 높은 광 투과도, 높은 전자 이동도 특성을 가지며 용액 공정을 통해

쉽게 형성할 수 있고 TiO2보다 저온으로 형성할 수 있어 유기 태양 전지에서

전자수송층 (혹은 전자선택층)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Meyers 그룹은

Zn(OH)2(NH3)x 수용액을 스핀 코팅하여 최대 1.8cm2V-1s-1의 이동도를 갖는

ZnO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조할 수 있음을 보였다[30]. Ka는 수용액 기반의

ZnO가 80℃의 저온 열처리 공정에서도 고분자 태양전지에서 전자선택층으로

잘 동작함 보였으며[31], Park은 생성된 ZnO가 나노 크기의 다결정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전자 투과 현미경(TEM) 측정을 통해 확인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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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ZnO wurtize 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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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ZnO 상부에 형성한 페로브스카이트의 분해

ZnO가 가지는 장점과 에너지 준위는 페로브스카이트의 전자선택층으로써

적합한 특성이지만, 페로브스카이트를 분해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33].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페로브스카이트를 형성하고 열처리를

진행하면 ZnO/페로브스카이트 계면에서 ZnO에 의해 메틸암모늄 양이온의

탈양성자화가 진행되어 메틸암모늄이 메틸아민으로 바뀐다. 메틸아민은 끓는

점이 매우 낮아 상온에서도 쉽게 기체가 된다. 결과적으로 메틸암모늄이

손실되어 페로브스카이트가 분해되고 PbI2만 남아 노란색을 띤다.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구성 성분으로 쪼개면 반응식(2.1)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 열처리 과정을 진행하면 ZnO에 의한 양성자 전이 반응이 일어나

메틸암모늄의 탈양성자화가 진행된다(반응식(2.2)).

CH3NH3PbI3 (s)	
					
→	PbI2 + CH3NH3 + I- (2.1)

           CH3NH3
+ 	���℃,���	
�⎯⎯⎯⎯⎯⎯�	CH3NH2(g) + H+ (2.2)

           H+ + OH- 					
→	H2O (2.3)

메틸암모늄은 수소이온이 탈락한 짝염기인 메틸아민으로 바뀌어 기체가 되어

증발하고 남은 수소이온은 ZnO 표면에 존재하는 수산기와 반응하여 물이

된다(반응식(2.3)). 페로브스카이트는 물과 반응하면 그림 6과 같은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기판 전체의 페로브스카이트가 분해된다[34].



14

그림 5. ITO/ZnO 기판에 형성된 페로브스카이트가 100℃ 열처리 진행 중

분해되는 모습

그림 6. (왼쪽) ZnO/CH3NH3PbI3 계면의 최적화된 기하학적 구조 (삽입된 그림) 

탈양성자화가 진행된 메틸암모늄 양이온을 확대한 모습 (오른쪽) 

CH3NH3PbI3이 물과 반응했을 때 분해되는 매커니즘[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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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이중 전하 수송층

본 연구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분해를 막기 위해 ZnO와 페로브스카이트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층을 형성한 이중 전자선택층 구조를

제안했다. 금속 산화물을 이용한 이중 전하수송층에 대한 연구는 유기 태양

전지 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됐다. 그림 7은 ZnO와 TiOx를 조합한 전자수송층을

사용하여 태양전지의 작동 안정성을 높인 결과를 보여준다[35]. 금속 산화물

전자수송층의 작동 안정성은 역구조 고분자 태양전지의 응용에 있어 큰

장애물이지만 연구된 내용은 많지 않다. 광조사 상태에서 ZnO은 광유도 열화로

인해 ZnO 전자수송층에서 션트 생성 및 변성을 유발함에 따라 개방 회로 전압

(open circuit voltage: Voc) 및 충진률 (FF)의 현저한 저하가 J-V 특성 곡선

측정에서 확인되었다. ITO 상에 이중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TiOx 와 ZnO를

조합해 구성함으로써, 유기태양전지 성능이 개선되고 광유도 열화가

감소한다(그림 7, 표 1). ZnO/TiOx 이중층 구조에 기초한 유기태양전지는 ZnO 

또는 TiOx 전자수송층보다 더 우수한 작동 안정성을 달성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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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ZnO/TiOx 이중층을 이용한 고분자 태양전지의 구조와 작동 안정성의

향상[35] ([35]논문 그림을 참고함)

표 1. ZnO, TiOx, TiOx /ZnO, ZnO/TiOx 전자선택층에 따른 P3HT:PCBM 

고분자 태양전지의 효율[35]



17

제 4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TiCl4 후처리 공정을 통해 ZnO 상부에 얇은 TiO2 박막을

형성하였다. TiCl4 가수분해 수용액은 TiO2의 표면 개질 혹은 나노 입자를

형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다. 이 같은 응용에는

보통 가수분해가 완료된 TiCl4를 이용하는데 그 반응식은 2.4와 같다. 

TiCl4(l) + 2H2O(aq)	
	����	
�⎯⎯�	TiO2(s) + 4HCl(aq) (2.4)

TiCl4(l) + 2H2O(aq)	
	����	
�⎯⎯� �TiCl4 + (1-�)TiO2 + 2�H2O + 4(1-�)HCl (2.5)

TiCl4(l) + 2ZnO(s)	
	����	
�⎯⎯� 2ZnCl2(s) + TiO2(s) (2.6)

반응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수분해가 완료된 TiCl4수용액은 고농도의

염산을 포함한다. ZnO는 유기용매에는 강한 특성을 보이지만 산에는 약한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이 용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ZnO를 식각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물이 얼지 않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가수분해를 억제하여 반응식

2.5를 유도해 TiCl4의 농도를 유지하고 반응식 2.6의 메커니즘으로 ZnO film 

표면을 TiO2로 변환하여 형성한다[36]. 실험 결과 형성된 TiO2 박막은 ZnO와

페로브스카이트가 접촉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하였다. 또한,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아 기존 c-TiO2 소자 대비 우수한 최대 16%의 전력변환 효율을

달성하였으며 유연한 기판에 제작한 소자도 9.8%의 전력 변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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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방법

제 1 절 물질 제조

Zinc nitrate hexahydrate (Zn(NO3)2 · 6H2O, 99.998%)는 Alfa Aesar 

에서 Sodium hydroxide (NaOH, 99.99%), Titanium chloride (TiCl4, 

99.995%), Methylamine (33wt% in EtOH), Hydriodic acid(57wt% in DI-W, 

99.999%), Ethanol (anhydrous, 99.5%), Diethyl ether (anhydrous, 99%)는

Sigma Aldrich에서 구매하였다. Ammonia hydroxide (NH4OH · H5NO, 

25~28%)는 대정화금에서 구매하였다. 합성에 사용된 증류수는 Millipore 

(18.2MΩ· cm-1) 3차 증류수를 사용했으며 모든 물질은 추가로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ü 수용액 기반의 ZnO 합성

0.5M 농도의 zinc nitrate 수용액 5mL와 2.5M 농도의 NaOH 수용액

10mL를 준비한다. NaOH 수용액을 zinc nitrate 수용액에 천천히 한 방울씩

적하시켜 Zn(OH)2 침전물을 생성한다. 생성된 Zn(OH)2 침전물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Zn(OH)2는 25~28% 암모니아수 5mL에 용해하여 12시간 정도 냉장고에

보관한다(그림 8). 최종 생성된 Zn(OH)2의 농도는 0.166M이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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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용액 기반의 ZnO 화합물 합성 과정



20

ü TiCl4 수용액 제조

TiCl4는 반응성이 아주 높은 물질이므로 수용액을 형성할 때 0℃에 가까운

증류수에 차가운 TiCl4 원액을 천천히 첨가하여 반응속도를 조절한다. TiCl4

원액의 양을 조절하여 각각 10, 7, 5mM의 농도를 만들고 0℃에서 약 2시간

교반시켜준다. TiCl4 원액은 공기 중의 산소와도 급격하게 반응하므로 반응기

내에 N2를 계속 순환시켜 불활성 분위기를 만들어준다[37].

ü MAI 합성

MAI는 동일 몰농도의 Methylamine과 Hydriodic acid을 반응시켜 만든다. 

Methylamine 용액을 이중벽 반응기에 넣고 -4℃에서 교반하면서 Hydriodic 

acid을 천천히 여러번 나누어 적하시켜 급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는다. 불활성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반응기 내부에는 아르곤을 채운다. -4℃에서 약

2시간 충분히 반응 시킨 후 50℃에서 60분동안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용매를 증발시킨 후 남은 흰색의 분말을 얻는다. 에탄올을 이용하여 생성된

분말을 녹여준다. 에테르를 이용하여 정제, 다시 에탄올로 재결정을 2~3회

반복 후 필터링을 통해 순수한 분말 상태의 MAI를 얻고 진공오븐에서 60°C, 

12시간 동안 건조해 백색의 MAI분말을 얻는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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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AI (Methylammonium iodide, CH3NH3I) 합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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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태양전지 소자 제작

c-TiO2를 형성하기 위해 Titanium diisopropoxide bis(acetylacetonate) 

(75wt% in IPA, Sigma Aldrich)를 에탄올에 1:9로 희석해 준비한다.

PbI2(99.999%, Sigma Aldrich)는 Dimethyl formamide 1mL(DMF, 

anhydrous 99.9%, Sigma Aldrich)에 400mg/mL농도로 60도에서 30분간

교반 시켜준다. 합성한 MAI는 42mg/mL농도로 2-Propanol (IPA, anhydrous 

99.5%, Sigma Aldrich) 에 녹여 준비한다. Bis(trifluoromethane)sulfonimide 

lithium salt(99.95%, Sigma Aldrich)는 Acetonitrile(anhydrous, 99.8%, 

Sigma Aldrich)에 520mg/mL의 농도로 제조한다. 이 용액 17.5μL를 Spiro-

OMeTAD (99%, Sigma Aldrich) 72.3mg과 4-tert-butylpridine(96%, 

Sigma Aldrich) 28.8μL, Chlorobenzene (anhydrous, 99.8%, Sigma Aldrich) 

1mL을 잘 섞어 60도에서 교반하여 준다.

소자 제작하기에 앞서 ITO 기판(1inch × 1inch, 1.1mm 두께, 면저항

10Ω/sq)과 FTO 기판(1inch × 1inch, 1.1mm 두께, 면저항 15Ω/sq)을

detergent, 증류수, 아세톤, IPA 순서로 각각 10분간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

세척한다. 그 다음 진공오븐에서 120℃ 30분간 처리하여 잔여물을 제거한다. 

세척된 기판을 이용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과정은 그림

10과 같다.

먼저 스핀 코팅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기판에 존재하는 잔여 유기물을

제거하고 기판의 코팅성을 높이기 위해 UVO처리를 20분 진행한다. UVO

처리가 끝난 기판에 합성한 ZnO 전구체 물질을 1500rpm에서 30초간 스핀

코팅 한다. 스핀 코팅이 끝나면 100℃에서 30분간 열처리 공정을 진행한다. 

열처리 과정이 끝나면 4℃로 유지한 다양한 농도의 TiCl4 수용액에 각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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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동안 침지한다. 침지가 끝나면 증류수와 에탄올로 세척하여 잔여물을

제거한다. 그 후 100℃에서 30분간 열처리를 진행하여 에탄올을 제거한다. 

동시에 기본 소자인 c-TiO2기판을 준비한다. 세척된 FTO 기판에 Titanium 

diisopropoxide bis(acetylacetonate)를 에탄올에 1:9 부피 비로 희석하고

3000rpm의 속도로 스핀 코팅을 진행한 다음 150℃에서 10분간 건조한다. 그

다음 500℃에서 30분간 소결 과정을 거쳐 FTO/c-TiO2 기판을 완성한다. 

완성된 두 기판은 glove box로 옮긴 후 60℃로 미리 가열한 PbI2 전구체

물질을 기판에 떨어뜨리고 3000rpm 속도로 90초 동안 스핀 코팅 공정을

시작한다. 스핀 코팅을 시작하고 60초가 지난 지점에서 MAI 용액을 떨어뜨려

페로브스카이트를 생성하고 스핀 과정을 조금 더 진행한다. 스핀 코팅이 완료된

페로브스카이트는 100℃에서 10분간 열처리 과정을 거쳐 결정화를 진행한다. 

이 후 정공 수송층인 Spiro-OMeTAD 용액을 4000rpm에서 45초간 스핀

코팅 공정을 통해 약 100nm 두께를 형성하고 열처리 공정을 진행하지 않고

30분간 그대로 두어 건조한다. 마지막으로 100nm 두께의 금전극을

고진공하에서 (<10
-6 Torr) 열증착을 통해 형성한다. 섀도 마스크에 의해

결정된 최종 소자의 크기는 0.0314cm2 이다. 그림 11은 제작한 소자 구조와

에너지 준위 도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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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ZnO-TiO2 이중층을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공정

그림 11. ZnO-TiO2 이중층을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왼쪽) 

소자 구조와 (오른쪽) 에너지 준위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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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제 1 절 XRD (X-ray diffraction) 측정

시료에 조사한 X선이 시료 내의 결정에 부딪히면 그중 일부가 회절을

일으키는데 그 회절각과 강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나타내므로 회절된

X선을 측정하면 시료를 구성하는 결정성 물질의 종류와 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X-ray 회절분석측정을 통해 다양한 기판에서 제작한

페로브스카이트막의 결정학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2는 각각의 기판에서 제작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XRD 결과를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FTO/TiO2 기판에서 생성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과 TiCl4처리를 통해 생성한 ITO/ZnO-TiO2 기판에서

생성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은 동일한 회절 피크 특성을 나타낸다. 14.3˚에서

나타나는 페로브스카이트 대표 피크는 (110)면을 나타내고 (112), (221), 

(202), (220), (222), (312), (224), (314)면과 같은 MAPbI3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피크 위치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ITO/ZnO 기판에

생성한 페로브스카이트는 PbI2 피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열처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맨눈으로 보아도

정상적인 페로브스카이트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XRD 결과에서는 MAPbI3가 전부 분해되지 않고 일부는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육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완벽하게 분해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열처리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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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각각의 기판에서 생성한 페로브스카이트의 XR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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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FE-SEM 측정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은 수백 Å의

미소 전자 선속을 고체 시료 표면 위에 주사하여,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2차

전자를 검출하여 음극선관 위에 휘도를 변조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확대상을

얻는 분석법이다. 이 측정을 통해 서로 다른 기판에 제작한 페로브스카이트

표면 결정 상태를 분석하고 결정의 도메인 크기를 관측했다.

그림 13은 각각의 기판에서 형성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의 표면을 보여주고

있다. (a)는 FTO/TiO2 기판에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이며 결정의 크기는

수백nm로 치밀하고 이상적인 결정 상태를 보여준다. (b)는 ITO/ZnO 기판에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으로 결정이 분해된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CH3NH3PbI3이 분해가 진행되면 CH3NH3
+가 CH3NH2로 변하고 기체가 되어

증발한다. 증발한 CH3NH2 때문에 공간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 분해되고 남은

PbI2 들이 열처리 과정에서 서로 뭉쳐 큰 덩어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c)는 TiCl4 처리를 통해 생성한 ITO/ZnO-TiO2 기판에 생성한

페로브스카이트의 표면 상태를 보여준다. FTO/TiO2 기판에서 제작한 소자와

유사한 표면 상태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결정이 고르고 그레인 사이즈도

크다(그림 14). 표면 분석 결과 XRD 분석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는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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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각각의 기판에서 생성한 페로브스카이트의 표면 특성 (FE-SEM

20k, scale bar 2μm)

그림 14. ITO/ZnO-TiO2 기판에 형성한 페로브스카이트 표면 특성 (FE-

SEM 40k, scale bar 1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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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XPS 측정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는 고체표면과 계면의 구성원소나

그의 화학적 결합상태를 측정하는 전자 분광법중에 하나다. 기본원리는 시료에

입사한 X선이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의 코어레벨이나 외곽전자를 들뜨게 해

물질의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효과를 응용한다. 특정한 에너지의

X선을 입사하여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측정하면 그 물질에 해당하는

전자의 결합에너지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원소의 종류와 결합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림 15는 각각의 기판에서 측정한 XPS 결과를 보여준다. ITO/ZnO 기판의

경우 주요 피크인 Zn2p 피크와 더불어 Zn3p, 3s, 3d 피크 모두 잘 나타나

있다. TiCl4 처리 공정을 통해 생성한 ITO/ZnO-TiO2 기판에서는 TiO2의 주요

피크인 Ti2p와 Ti3p가 보인 반면 ZnO 피크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ZnO 

주요 피크인 Zn2p 영역의 신호만 잘라 증폭시켜 보았다. 그림 16은

1010~1055eV 영역을 확대한 결과를 ITO/ZnO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비록

신호가 작게 나왔지만 피크의 위치는 ITO/ZnO와 일치한 결과를 얻어 이

측정을 통해 ZnO 박막 위에 TiO2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생성된 TiO2 두께가 측정 장비의 X-ray penetration depth (3~5nm)와

유사함을 추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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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각각의 기판에서 측정한 XPS survey data

그림 16. ITO/ZnO-TiO2 기판에서 1010~1055eV 영역을 확대하여

ITO/ZnO 기판과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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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력변환효율 측정

전력변환효율은 태양전지에 입사한 빛에너지가 얼마만큼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지 알려주는 지표이다. 표준AM1.5G 조건인 100mW/cm2
의

입사광에너지(Pin)와 태양전지에 생산된 최대 전력의 비율로 다음(4.1)식과

같이 정의 된다. 

� = 	
����
���

=	
����

100mW/cm�

      ���� = ���� × ���� = ��� × ��� × ��
(4.1)

위 식에서 Pin은 AM1.5G 조건인 100mW/cm2이고 Pout은 태양전지의 최대

출력점 (Vmax, Jmax), Voc는 개방 회로 전압, Jsc는 단락 전류 밀도, η은

광전변환 효율, FF는 충진률 (Fill Factor)을 나타낸다. 그림 17은 일반적인

태양전지의 J-V 곡선을 나타낸다. 

그림 17. AM1.5G 분위기 아래에서 태양전지의 J-V 특성곡선



32

소자의 J-V 특성곡선은 source meter(2400, keithley)와 solar 

simulator(PEC-L01, Peccell)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olar simulator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AM1.5G 조건에 맞추기 위해 표준 실리콘 태양전지(BS-

520BK, Bunkoukeiki Co., Ltd)를 통해 보정하였다.

그림 18은 다양한 전자선택층을 사용한 소자에서 J-V 특성 곡선과 효율

지표를 보여준다.  TiO2 소자 대비 ZnO-TiO2 소자 성능은 개방 전압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최고 효율 소자에서

충진률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 차이가 효율 차이를 이끈다고 할 수 있다. 소자

12개 평균 전력변환효율 값에서도 ZnO-TiO2 소자가 우세한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낮은 온도에서 제작한 ZnO-TiO2 이중 전자 선택층이 고온에서

제작한 TiO2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ZnO 기판에 제작한 소자는

태양전지라고 하기 힘든 곡선을 보였는데 이는 페로브스카이트가 대부분

분해되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19와 표2는 농도와 반응 시간에 따른 효율 지표의 평균값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TiCl4의 농도가 10mM에서 7, 5mM으로 감소할수록 소자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iCl4 수용액에는 ZnO를 TiO2로 변환시키는

TiCl4 성분과 함께 ZnO를 식각시키는 HCl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

20의 그래프와 같은 추측을 할 수 있다. 5mM의 경우에는 TiO2 증착률이

HCl의 식각률보다 작아 ZnO의 상당수가 식각되어 소자 효율이 감소한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7mM농도에서는 TiO2 증착률이 ZnO 식각률을 앞질러 소자

효율이 조금 더 개선된다고 보고 있다. 10mM에서는 증착률이 훨씬 더 커

효율적인 TiO2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농도에서는 반응

시간 늘어나면 소자 효율이 감소한다. 이런 현상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을 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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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나는 비정질인 TiO2 두께가 두꺼워져 전자 이동도가 감소하여

효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10mM, 7mM와 같이 TiO2 증착률이

ZnO 식각률보다 높을 때 해당한다. 두번째는 ZnO가 계속해서 식각되어 소자

효율이 감소한다는 가설이다. 5mM 조건이 이에 해당되며 ZnO 식각률이 TiO2

증착률에 비해 크기 때문에 ZnO 표면을 TiO2로 덮기 전에 계속해서 ZnO을

식각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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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각각의 기판에서 AM1.5G, dark J-V 특성곡선 및 효율

그림 19. TiCl4 농도와 침지시간에 따른 태양전지 효율 관련 파라미터 변화

(12개 소자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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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iCl4 농도와 침지 시간에 따른 태양전지 효율 변화

그림 20. TiCl4 농도 변화에 따른 HCl etching rate와 TiO2 deposition 

rat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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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외부양자효율 측정

외부양자효율은 외부로부터 태양전지에 비친 빛에너지를 광자의 수로 환산해

태양전지에 의해 수집된 전하 캐리어의 수의 비율을 계산한 지표이다. 

외부양자효율은 주어진 광파장에 대한 태양전지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다. 

외부양자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소자로 입사되는 단색광은 백색광원(EQ-99X-

S-EU, Energetiq LDLS)을 monochromator (Monora 200, Dongwoo optron 

Co., Ltd.)에 통과시켜 만들었으며, 이를 chopper를 이용하여 pulse형태로

소자에 입사시켰다. 단색광의 세기는 power meter(1928-C, Newpor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단색광을 태양전지에 조사시켰을 때 생성한 전류는 low-

noise current amplifier(SR-570, Stanford research system, Inc.)를 통해

증폭된 전압신호로 변환되고, 변환된 신호를 Lock-in Amplifier(SR-830, 

Stanford research system, In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21은 FTO/TiO2 기판과 ITO/ZnO-TiO2 기판에서 제작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자의 외부양자효율을 보여준다. 두 소자 모두

전파장에서 평균 70%이상의 외부양자효율을 보인다. 또한 두 소자는 600nm 

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역에서 일치한다. 이는 두 기판에서 제작한

페로브스카이트 막 품질이 유사하다는 증거다. 외부양자효율을 모든 파장에

대해서 적분하면 단락전류밀도를 구할 수 있는데 J-V 특성곡선에서 나타난

단락전류밀도와 비교하면 약 6~7% 오차를 보인다. 이 오차는 측정 방법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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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FTO/TiO2 기판에서 제작한 소자와 ITO/ZnO-TiO2 기판에서

제작한 소자의 외부양자효율 및 외부양자효율로 추출된 Jsc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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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플렉서블 소자 제작

그림 22는 플렉서블 기판인 PEN/ITO에 제작한 소자의 J-V 특성 곡선과

전력변환효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를 유리 기판에 제작한 소자와

비교하였다. 유리 기판에 제작한 소자와 같은 실험 조건으로 제작했으며

전력변환효율은 최고 9.8%를 달성할 수 있었다. 소자 제작 조건의 최적화가

부족하여 유리 기판 대비 약 60% 정도의 효율을 나타내지만 이 같은 결과는

100℃의 낮은 온도에서 모든 공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최적화를 통해 소자 효율 상승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ZnO-TiO2 이중 전자선택층은 플렉서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2. PEN/ITO 플렉서블 기판에서 제작한 소자와 유리 기판에서 제작한

소자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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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ZnO 박막에 TiCl4 후처리 공정을 통해 TiO2 박막을 저온

용액 공정으로 효과적으로 형성했고 형성된 박막은 ZnO와 페로브스카이트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차단해 ZnO에 의해 페로브스카이트가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XRD, SEM 측정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를 분석한 결과 TiCl4 처리

공정을 통해 제작한 ZnO-TiO2 기판에 생성한 페로브스카이트는 기존의 c-

TiO2 기판에 생성한 페로브스카이트보다 더 좋은 결정성과 film morphology를

보였다. 또한, XPS 측정을 통해 TiCl4 처리 공정을 통해 ZnO 상부에 생성된

물질이 TiO2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ZnO 존재를 통해 ZnO-TiO2 이중

층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전력변환효율 측정을 통해 TiCl4 처리 공정을 통해 형성된 ZnO-

TiO2 이중 전자선택층이 전기적으로도 우수한 전자선택층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최적화된 조건에서 TiCl4 처리 공정을 진행한

기판에서 제작한 소자와 고온 공정으로 형성된 c-TiO2 기판과 비교해 최고

효율, 평균 효율 모두 개선된 16%, 14.6%의 값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모든

공정이 100℃ 이하로 진행된 저온 공정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c-TiO2이 고온 공정이 요구됨에 따라 기판 재질은 물론 투명

전극의 종류까지 제한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저온 공정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기존 c-TiO2에서 제작할 수

없는 PEN/ITO 플렉서블 기판에 소자를 제작해 보았고 9.8%의

전력변환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저온 용액 공정으로 생성한 ZnO-

TiO2이 유연한 기판에서도 효율적으로 생성, 전자선택층으로 작동함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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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다.  

저온 용액 공정이 가능한 ZnO-TiO2 이중층은 그래핀이나 나노와이어와

같은 플렉서블한 2차원 나노구조물과 함께 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DMD(dielectric-metal-dielectric)와 같은 광학적 현상을 이용한 투명 전극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아주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iCl4

처리 공정의 최적화와 페로브스카이트 활성층 물질 교체를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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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low temperature solution-

processed ZnO-TiO2 electron selective bilayer with 

a TiCl4 post-treatment for fabrication of efficient 

and flexible perovskite solar cell

Seunggon Shin

Program in Nano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organic-inorganic hybrid perovskite materials have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s a photoactive layer of solar cell. Perovskite refers to the material 

having a cubic crystal structure of AMX3. In case of solar cell, the structure of 

CH3NH3PbX3(X= I, Cl, Br) is used as a photoactive layer. The perovskite 

photoactive layer has the advantages of high open circuit voltage (>1.1V) and band 

gap tunability, low exciton binding energy, long charge carrier diffusion length,

high charge carrier mobility, high light absorption coefficient in the visible light 

region, and low temperature solution process. The first perovskite employed in 

solar cell was used as replacement for the dye in the dye-sensitized solar 

cell(DSSC). In this device, porous TiO2 layer is used to transport (or selective) the 

electron. In order to produce TiO2, a high temperature process (~500°C)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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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hat a flexible device cannot be fabricated and selection of a transparent 

electrode is limited.    

Among a number of n-type metal oxides, ZnO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suitable material to replace TiO2. ZnO has a wide band gap of 3.3eV and a low 

absorption in the visible region and a high electron mobility. The ZnO thin film can 

be formed by simple solution process such as spin coating. Furthermore, it has 

been reported that it works well as an electron transport layer of a polymer solar 

cell at a low annealing temperature of 80°C. The material used as the charge 

transport layer of organic solar cell or dye-sensitized solar cell can be applied to 

perovskite solar cell, and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use ZnO as an electron 

selective layer of perovskite. However, ZnO has a fatal problem of decomposition 

of perovskite photoactive layer during the thermal annealing process. ZnO 

transforms methylammonium (CH3NH3
+) into methylamine (CH3NH2) by 

deprotonation. CH3NH2 has a low boiling point and it takes the form of a gas in 

room temperature, so it escapes to the gas during the thermal annealing process.

Hydrogen ions separated from CH3NH3
+ by the deprotonation process are 

combined with the hydroxyl groups on the surface of ZnO to form water.

In this study, to overcome the problem of decomposition of perovskite active 

layer by ZnO, TiO2 thin film was formed on ZnO surface through TiCl4 post -

treatment to prevent direct contact between perovskite and ZnO. Using ZnO-TiO2

electron selective bilayer, it was possible to fabricate devices at a low temperature 

of less than 100 . ℃ A high average power-conversion efficiency of 14.6% was 

achieved in ZnO-TiO2 bilayer devices (with a maximum of 16%), while the 

conventional c-TiO2 devices showed an average PCE of 14.5% (with a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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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6%). In addition, it has been shown that it is possible to fabricate high-

efficiency flexible devices at low temperature by achieving efficiency of 9.8% 

using PEN / ITO substrate.

………………………………………

Keywords: Organic-inorganic hybrid perovskite solar cell, ZnO, TiCl4 post-

treatment, low temperature solution process, electron selective 

bilayer, flexibl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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