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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태양전지는 저렴한 생산 비용, 공정의 유연성, 경량화 및
대면적화 가능성 등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기태양전지의 광 활성층(photoactive layer)의 제한된
두께로 인해 내부 광 경로의 길이가 짧아져 광전 변환 효율(power
conversion efficiency)에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플라즈모닉 구조체를 유기태양전지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유기태양전지의 금속 후면 전극, hole transfer layer(HTL),
electron transfer layer(ETL), 투명 전면전극으로 인해 다중 반사가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광 흡수율이 낮아지게 된다. 특히, HTL의 매우
얇은 두께(< ~50 nm)에도 불구하고 상쇄 간섭 현상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back reflector의 반사율이 크게 감소하여 광 활성층의 빛 흡수를
방해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효 광 경로 길이 증가와 HTL로 인한 후면/내부
다중 반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극과 HTL 역할을 하는 meta
back reflector (MBR)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MBR은 반사파의 세기와
위상을 변조할 수 있는 다중박막 구조로써 공정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반사체에 비해 평균 반사율이 ~21%

(300 nm < λ < 800 nm) 향상

되었다. 또한 4-point probe 시스템을 통해 MBR의 면저항을 측정한
결과 ~0.18 Ω/sq의 매우 낮은 값을 얻어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유기태양전지에 적용하였을 때, 제한된 광 활성층의
두께(~50 nm)에도 불구하고 높은 광 흡수율(~65.5%, 300 nm < λ <
800 nm, AM1.5G)을 나타냈다.
또한 MBR 구조에 파장 선택적 cavity 특성을 도입하여 meta color
i

filter로 응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색상과 투과 세기
조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투과 파장 이외의 대역에서 향상된 반사
특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얇은 광 활성층(~88 nm)의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를 구현하였고, 각각 ~53.2%, ~3.6% (400 nm < λ < 800
nm, AM1.5G) 이상인 높은 광 흡수 및 투과율 특성과 넓은 색재현율을
보였다.

주요어 : meta back reflector, meta color filter, 유기태양전지
학 번 : 2015-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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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유기태양전지는

저렴한

생산

비용,

간단한

공정,

mechanical

flexibility, light weight 등 많은 이점을 가져 최근 많은 발전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적 특성의 유기물 기반 소자이다[1, 2].
하지만

유기반도체의

수명(exciton

짧은

lifetime)으로

확산

거리(diffusion

인해

빛

length)와

에너지를

엑시톤

흡수하는

광

활성층(photoactive layer)의 두께는 약 100~300 nm로 제한된다[3, 4].
이러한 제한된 두께는 유기태양전지 내부 광 경로 길이의 감소로
상대적으로

낮은

광전변환효율(power

conversion

efficiency)을

초래한다. 저하된 유기태양전지의 광 특성을 보완 및 향상 시키기 위해
빛의 산란과 근접장 집속 및 surface plasmon polariton (SPP)에 의한
광 집속 특성을 가지는 플라즈모닉스[5-7]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메타물질[8, 9]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1.1 (a) 빛의 다중 산란 (b) 근접장 집속 (c) SPP에 의한 광
집속을 이용한 플라즈모닉 light-trapping 방식[10]
1

띄움

그림1.2 (a) Quasi-grating 구조를 적용한 유기태양전지 내의 Efield 분포 (b) 광 흡수율과 광 흡수 향상 그래프 [11]

저하된 유기태양전지의 광 특성 향상을 위해 이용되는 플라즈모닉
특성은 그림 1.1과 같이 금속 나노 입자를 이용한 빛의 다중산란, 강한
근접장 집속, SPP로 인한 절연체와 금속 경계면 주변의 광 집속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동시에 접목하고,
전기적 특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데,
그림1.2는 양극 위에 타원체형 금속 격자구조를 통해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논문이다. 타원체형 금속
격자구조를 통해 강한 근접장, in-plane방향의 다중반사 및 국소 집속
플라즈모닉 모드를 발생시킨다. 이를 통해 얇은 광 활성층(~90 nm)의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율을 ~33% 정도 향상시켰고, 전기적으로 hole
collection 특성을 향상시켜 ~6%의 광전변환효율을 보였다.

2

무

그림 1.3 메타물질 기반 back reflector의 광 특성 [12]

그림 1.3은 메타물질 기반 back reflector의 위상변조특성을 통해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율을 향상시킨 내용의 논문이다. TM mode의
빛이 격자 구조의 back reflector로 입사할 때 gap SPP 모드가 형성된
후 다시 빛으로 반사되면서 입사하는 빛과 간섭을 일으킨다. 이러한
간섭에 의한 반사파의 위상이 결정되는데, 격자 깊이 조절을 통해 변조
가능함을 보였다. 반사파의 위상을 0°로 변조하였을 때 입사파와
반사파는 back reflector의 표면에서 보강간섭이 발생한다. 이때 E3

field가 얇은 광 활성층에 분포되면서 광 흡수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HTL과 back reflector를 Metal-Insulator-Metal (MIM)
구조나 투명 전극과 주기적 금속 입자로 설계하여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를 구현한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13, 14]. 이러한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는

건물의

창문에

장착되었을

때,

태양광

발전(light harvesting), 미색조명(lightning), 실내 온도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장점이 있다.

무

그림 1.4 Microcavity를 이용한 투과형 타입의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 [15]

이와 관련하여 Microcavity 구조를 통해 투과율과 공진 파장을
변조하여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를

구현한

연구가

발표

되었다(그림 1.4). 후면의 optical spacer와 은 박막의 두께 변화에
따라 공진 파장 및 투과율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다양한 투과색을
구현하였다.
4

무

그림

1.5

주기적

금속

입자의

공진을

이용한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 [16]

그림 1.5는 주기적 금속 입자의 공진을 이용하여 color-tunable
태양전지를 FDTD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수치해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구현한 내용의 논문이다. 이러한 주기적 금속 입자는 공진
파장에서 투과율이 증가하여 색을 구현하고, 나머지 파장 영역에서는
굴절률이 높은 광 활성층으로의 후방 산란을 일으켜 광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5

1.2 연구의 목적

반전형 유기태양전지에서 금속 후면 전극과 hole transfer layer
(HTL)은 광학과 전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금속 후면
전극은 유기태양전지 내에서 광학적 back reflector로서 빛을 반사시켜
광 경로를 늘리거나 반사파의 위상변조를 통해 빛 에너지를 광 활성층에
집약시키고, 전기적으로는 hole current를 전송하는 전극 역할을 한다.
HTL은 높은 work function을 가진 물질로써 전자를 차단하고 전극의
hole collection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back reflector 및 HTL은
광 활성층에서 흡수하지 못한 여분의 빛을 흡수하고, 이러한 흡수는
광학적 손실로서 유기태양전지의 효율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킨다[17].
또한 HTL의 매우 얇은 두께(< ~50 nm)에도 불구하고 상쇄간섭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back reflector의 반사율이 크게 감소하여 광
활성층의 빛 흡수를 저해한다. 특히, 플라즈모닉스나 메타물질이 적용된
유기태양전지는 주기적 금속 입자, 격자구조 등의 복잡한 구조체로 인해
공정이 어렵거나 향상되는 파장대역이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HTL로 인한 반사율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Meta back reflector (MBR) 구조체를 제안한다. 제안된 MBR은 공정이
용이한 다중박막 구조로써 광대역의 높은 반사 특성을 가짐을 보인다.
또한 이를 얇은 광 활성층의 유기태양전지에 적용하였을 때, 광 흡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응용

연구의

일환으로 MBR 구조의 변환을 통해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를
구현한 후 향상된 광 흡수 및 투과특성과 넓은 색재현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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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먼저 제 2 장에서는 다양한 박막 구조에 대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등가회로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제

3

장에서는 HTL에 의한 back reflector의 반사율 감소 현상에 대해
분석하였고 MBR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유기태양전지에 적용한 후 광 흡수 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이러한 MBR을 color filter로 변환한 후 광 특성을 나타내었고,
이를 적용한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의 향상된 광 흡수 및 투과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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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등가회로 모델링

2.1 등가회로 유도

본격적인

연구내용에

앞서

본

논문에서

다양한

박막구조를

해석하는데 이용되었던 등가회로 모델링에 대해 언급한다. 다중 박막
구조를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으로 인한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등가회로 모델을 도입하였다. 기존 연구내용으로는
등가회로를 통해 다중박막의 반사율을 얻는 방식이 발표된 바 있다[18,
19].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반사율뿐만 아니라 투과
및 각 박막에서의 광 흡수율을 등가회로 모델에서 회로적으로 도출한다.

무

그림 2.1 단일 박막의 등가회로

그림 2.1과 같이 하나의 박막은 T-circuit으로 구현되는데, 다중
박막은 이러한 T-circuit을 연결한 형태가 된다. 다중 박막 구조에 대해
입사 매질은 전압 소스와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로, 투과
8

매질은 하나의 임피던스로 구현된다. 또한 E-field는 전압에, H-field는
전류에 대응된다. 이러한 모델링의 이점은 구성된 회로의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분포를

통해

반사율,

투과율,

각

박막의

흡수율을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T-circuit은 하나의 박막에 대한 transfer
matrix[20]으로부터 유도된다. Transfer matrix는 다음과 같다.

𝐸
𝑐𝑜𝑠𝛿
( 𝑎) = (
𝐵𝑎
𝑖𝛾𝑠𝑖𝑛𝛿

𝑖𝑠𝑖𝑛𝛿
𝛾 )
𝑐𝑜𝑠𝛿

(1)

여기서 𝛾 = 𝑛√𝜇0 𝜀0 , 𝛿 = 𝑛𝑘0 𝑑 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박막에 대한
반사율 𝑆11 과 투과율 𝑆21 을 구할 수 있다. 하나의 박막 구조에 대해
symmetry와 reciprocality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S-matrix를 구할
수 있다.

𝑆=(

𝑆11
𝑆21

𝑆21
)
𝑆11

(2)

이를 Z-matrix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𝑍=[

𝑍𝐴𝐴
𝑍𝐴𝐵

𝑍𝐵𝐴
] = √𝑍𝑆 (𝐼 + 𝑆) ∙ (𝐼 − 𝑆)−1 √𝑍𝐿
𝑍𝐵𝐵

(3)

𝑍𝑆 와 𝑍𝐿 은 입사매질과 투과매질의 임피던스인데, 두 값이 같을 때
Z-matrix를 T-circuit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𝑍𝐴 = 𝑍𝐴𝐴 -𝑍𝐵𝐴 = 𝑍𝐵 = 𝑖𝜂0 tan [
9

𝑛𝑘0 𝑑
]⁄ 𝑛
2

(4)

𝑍𝐶 = 𝑍𝐵𝐴 =

𝑖𝜂0
𝑛𝑠𝑖𝑛[𝑛𝑘0 𝑑]

(5)

2.2 등가회로를 이용한 박막 구조 해석

등가회로를 이용하여 박막구조에서 중요한 광학적 특성인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을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다. 입사매질과 투과매질의
파동 임피던스 (wave impedance)가 𝑍𝑆 = 𝑍𝐿 = 𝜂0 일 때, 하나의 박막에
대한 반사와 투과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𝑡 = 𝑆12 = 𝑆21 =

2𝑍𝐶 𝑍𝐿
𝑍𝐵 (𝑍𝐶 + 𝑍𝐿 ) + 𝑍𝐴 (𝑍𝐵 + 𝑍𝐶 + 𝑍𝐿 ) + 𝑍𝐿 (2𝑍𝐶 + 𝑍𝐿 )
𝑟 = 𝑆11 = 𝑆22 = 𝑍𝑖𝑛 − 𝑍𝑆 ⁄𝑍𝑖𝑛 + 𝑍𝑆

(6)
(7)

회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E-field의 크기와 위상을 전압으로
대체하면, T-circuit에 걸리는 전압은 (1 + r)𝑉𝑆 가 되고, 투과계수는 소스
전압과 로드전압의 비로 표현된다.

𝑉𝐿 = 𝑡𝑉𝑆 = (1 + 𝑟)

𝑍𝐶 ∥ (𝑍𝐵 + 𝑍𝐿 )
𝑍𝐿
𝑉
𝑍𝐴 + 𝑍𝐶 ∥ (𝑍𝐵 + 𝑍𝐿 ) 𝑍𝐵 + 𝑍𝐿 𝑆

(8)

하나의 박막에서 생기는 ohmic loss는 T-circuit을 이루는 각각의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ohimic loss의 합과 같으므로 흡수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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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𝑉𝑋 |2
𝑃𝑋 = 𝑅𝑒 {
} , X = A, B, C
2 𝑍𝑋 ∗

(9)

𝐴 = 2𝑍𝐿 (𝑃𝐴 + 𝑃𝐵 + 𝑃𝐶 )

(10)

2개 이상의 박막 구조는 각 박막의 T-circuit이 연결된 형태로
모델링되고, 반사율, 투과율 및 흡수율을 구하는 방식은 단일 박막의
경우와 동일하다.
지금까지 입사각이 0°인 수직입사의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경사져서 입사할 경우 각 임피던스는 변환을 통해 등가회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입사각이 𝜃0 이고 입사된 매질에서 스넬의 법칙 (snell’s
law)에 의한 입사각을 𝜃 라고 두면 TE 모드에 대해서 각 임피던스는
아래와 같이 변환된다.

𝑍𝐴 = 𝑍𝐵 =

𝑍𝐶 = 𝑍𝐵𝐴 =

𝑛𝑘0 𝑑𝑐𝑜𝑠(𝜃)
]
2
𝑛𝑐𝑜𝑠 (𝜃)

𝑖𝜂0 tan[

𝑖𝜂0
𝑛𝑐𝑜𝑠(𝜃)𝑠𝑖𝑛[𝑛𝑘0 𝑑𝑐𝑜𝑠(𝜃)]

𝑍𝑆 = 𝑍𝐿 =

𝜂0
𝑛0 𝑐𝑜𝑠(𝜃0 )

(11)

(12)

(13)

TM mode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𝑍𝐴 = 𝑍𝐵 =

𝑛𝑘0 𝑑𝑐𝑜𝑠(𝜃)
]
2
𝑛𝑠𝑒𝑐 (𝜃)

𝑖𝜂0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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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𝑍𝐶 = 𝑍𝐵𝐴 =

𝑖𝜂0
𝑛𝑠𝑒𝑐 (𝜃)𝑠𝑖𝑛[𝑛𝑘0 𝑑𝑐𝑜𝑠(𝜃)]

𝑍𝑆 = 𝑍𝐿 =

𝜂0
𝑛0 sec(𝜃0 )

(15)

(16)

무

그림 2.2 등가회로 모델링을 이용한 박막구조 광 특성 분석 (a)
다중박막구조 (b) 각 박막의 흡수율 (c)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유도된 등가회로 모델링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2.2와 같이 다중박막
구조에 대한 반사율, 투과율 및 각 박막의 흡수율을 등가회로를 통해
구한 후 유한요소법 기반의 COMSOL MULTIPHYSICS 수치해석
12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두 방식의 결과값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
2.2 (c) 보면 error는 10−4 이하 수준으로 신뢰할 만한 검증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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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Meta back reflector와
유기태양전지로의 적용

3.1 Meta back reflector의 구조 및 특성

3.1.1 Meta back reflector의 구조 개요

HTL로 인해 back reflector의 반사율이 낮아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은, 알루미늄, 금, 구리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back reflector의 재료로
널리 쓰이는 은, 알루미늄과 대표적인 HTL인 MoO3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무

그림 3.1 공기에 대한 은, 알루미늄, 금, 구리의 반사율

그림 3.1은 금속인 은, 알루미늄, 금, 구리의 공기에 대한 반사율을
14

파장에서 따라 나타내고 있다. 평균 반사율은 각각 87.1%, 91.4%,
69.7%, 70.6% (300 nm < λ < 800 nm)이다. 가시대역에서 금속은
유한한 도전율을 가지는데, 단파장으로 갈수록 알루미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속은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반사율이 감소한다.

무

그림 3.2 (a) MoO3 / 금속 구조 (b) MoO3 / 금속의 반사율

가시대역에서 이러한 금속 반사율의 감소 현상과 더불어 반전형
유기태양전지에서 hole collection의 효율 향상을 위해 HTL이 anode
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반사율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림
3.2 (a)와 같이 MoO3 (30 nm) / 금속 (100 nm 이상) 구조의 공기에
대한 반사율을 나타낸 그래프가 그림 3.2 (b)이다. 그림 3.1과 비교하여
보면 높았던 금속의 평균 반사율(300 nm < 𝜆 < 800 nm)이 은,
알루미늄, 금, 구리 각각 18.4%, 26.3%, 32.9%, 36.3%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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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그림 3.3 (a) MoO3 / Ag에서의 부분파 (partial wave) (b) 450 nm
파장에서 부분파의 반사계수 페이저(phasor)

MoO3의 두께가 매우 얇은 30 nm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반사율이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그림 3.3 (a)와 같이 공기 (𝑛1 =
1) 로부터 MoO3 𝑛̅2 = (𝑛2 − 𝑖𝑘2 ) / 금속 𝑛̅3 = (𝑛3 − 𝑖𝑘3 ) 로 이루어진
박막으로 입사하는 빛을 고려할 때, 총 반사계수 (r)는 반사된 partial
waves (𝑟0 , 𝑟1 , 𝑟2 , … , 𝑟𝑚 )의 합으로 나타난다[21].

∞

r = ∑ 𝑟𝑚 =
𝑚=0

𝑟12 + 𝑟23 𝑒 −2𝑖𝛽
1 + 𝑟12 𝑟23 𝑒 −2𝑖𝛽

(1)

매질 p로부터 매질 q로 입사하는 빛에 대해 𝑟𝑝𝑞 = (𝑛̅𝑝 − 𝑛̅𝑞 ) / (𝑛̅𝑝 +
𝑛̅𝑞 ) , 𝑡𝑝𝑞 = 2𝑛̅𝑝 / (𝑛̅𝑝 + 𝑛̅𝑞 ) 는 각각 Fresnel 반사와 투과계수이고, 𝑛̅𝑝 =
𝑛𝑝 − 𝑖𝑘𝑝 는 매질 p의 complex refractive index이다. 또한 𝛽 =
𝑟0 = 𝑟12 , 𝑟𝑚 = 𝑡12 𝑟23 𝑚 𝑟21 𝑚−1 𝑡21 𝑒 −2𝑖𝑚𝛽 (m > 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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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𝜋
𝑛̅ ℎ ,
𝜆0 2

파장이 450 nm 일 때, 𝑟0 는 공기로부터 MoO3에 의한 반사이고,
𝑛2 는 𝑘2 에 비해 크므로 그림 3.3 (b)와 같이 위상은 180°에 가깝게
된다. 𝑟1 의 항을 살펴보면, 𝑡12 , 𝑡21 의 위상은 0°에 가까우므로 무시하고,
𝑟23 의 위상은 약 100°인데, 이때 MoO3 30 nm에서 round trip에 의한
항인 𝑒 −2𝑖𝛽 의 위상이 약 -100°이다. 이에 따라 𝑟1 의 위상은 약 0°이
되고, 𝑟0 에 대해 상쇄간섭을 일으킨다. 나머지 𝑟2 , … , 𝑟𝑚 역시 위상이 0°
가까워져 𝑟0 에 대해 상쇄간섭을 일으키고 총 반사율은 감소된다.
Perfect electric conductor (PEC)는 복소 굴절률 𝑛̅ = 𝑛 − 𝑖𝑘 에서
𝑘 → ∞ 임에 따라 반사계수 r = −1 이 되고 위상은 180°가 된다. 이러한
경우 h ≅ λ/4𝑛2 (~54 nm)일 때, 반사율이 감소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속은 가시대역에서 유한한 도전율을 가지고, 이에 따라 복소 굴절률
또한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된다[21]. 이러한 이유로 MoO3에 대한 은의
반사계수 위상은 단파장으로 갈수록 140°에서 0°로 바뀌게 된다. 결국
h ≅ λ/7𝑛2 (~31

nm)

정도의

두께에서

반사계수

위상과

MoO3

위상천이의 합이 0°에 가까워져 반사율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HTL에 따른 반사율 감소를 막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Meta
back reflector (MBR)을 설계하였다. MBR 구조는 HTL / 금속 / HTL의
다중박막과 100 nm 이상의 크기인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MBR의 반사와 위상변조 특성을 보이고 실제 나노공정을 통해 제작된
MBR의 전기적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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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Meta back reflector의 반사특성과 위상변조 특성

무

그림 3.4 (a) 비교반사체 (b) MBR-Ag (c) MBR-Ag 구조

무

그림 3.5 MBR-Ag, MBR-Al 및 비교반사체의 반사율과 광 손실률

그림 3.4와 같이 설계된 MBR은 모두 MoO3 (5 nm) / Ag (20 nm)
/ MoO3 (5 nm) / anode (100 nm) 형태의 다중박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Anode가

은일

경우

MBR-Ag,

알루미늄일

경우

MBR-Al로

명명하기로 한다. 또한 MBR 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 MoO3 (30
nm) / Ag (100 nm)인 back reflector를 비교반사체라 한다. 그림 3.5는
18

MBR과 비교반사체의 반사율을 나타내는데, 비교반사체에 비해 MBRAg와 MBR-Al의 평균 반사율은 21%, 15%가 증가하였다. 특히, MRBAl의 경우 380 nm에서 800 nm까지 80% 이상의 반사율을 보이는데,
은과 알루미늄의 반사 특성을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MBR의 구조적
장점의 결과이다. 알루미늄의 반사율은 단파장에서 높지만 장파장에서
낮아지고, 은의 반사율은 장파장에서는 높지만 단파장에서 플라즈마
주파수에

가까워짐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

단파장에서의

낮은

반사율을 가지는 은 박막을 투과한 빛이 높은 반사율의 알루미늄에 의해
반사되어 MBR-Al의 반사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Anode가 100
nm이기 때문에 back reflector의 투과율은 거의 0에 가까우므로 낮은
반사율을

가질수록

광

손실률은

커지는데,

MBR-Ag,

MBR-Al,

비교반사체는 각각 ~18%, ~14%, ~28% (300 nm < λ < 800 nm)의
평균 광 손실률을 가진다.

무

그림 3.6 MBR과 비교반사체의 유효 투자율 및 유효 유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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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와 투과계수를 이용하여 광 구조체의 유효 투자율 (effective
permeability)와 유효 유전율 (effective permittivity)을 구할 수
있는데[22], 그림 3.6는 MBR과 비교반사체의 이러한 값을 보여준다.
그림 3.6 (a)의 비교반사체의 유효 투자율을 보면 파장이 450 nm에서
자기공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의 유효 임피던스는
6.61-i0.33으로

반사계수의

위상이

0°에

가깝다.

이는

앞서

설명한대로 MoO3 30 nm에 의한 간섭효과에 기인한다. MBR의 경우
MoO3 박막에 은 박막을 삽입하는 구조를 통해 간섭효과를 제거하였고
특히, MBR-Al의 경우 이와 더불어 은과 알루미늄의 특성을 혼합하는
구조를 통해 단파장의 반사율을 높였다. 유전율 실수부의 음이 크기가
클수록 반사율이 높고 PEC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데, 그림 3.6 (b)를
보면 MBR이 비교반사체보다 PEC에 가까운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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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그림 3.7 (a) 광 활성층과 반사체 박막 구조 (b) 광 활성층 두께에
대해 정규화된 광 흡수율 (c-f) 광 활성층 두께에 따른 광 흡수율

그림 3.7 (a)와 같이 얇은 광 활성층에서 MBR-Ag, MBR-Al, PEC,
비교반사체에

대한

광

흡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만약 광 활성층이 충분히 두껍다면 Fabry-Perot 공진이
발생하여 광 흡수율이 향상 되는데, 공진 파장은 광 활성층과 주변
21

물질의 광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공진 모드를 분석하기 위해 광
활성층의 복소 굴절률을 파장에 대해 독립적으로 (𝑛̅ = 3 − 0.1i ) 으로
PEC는

유전율

실수부의

음의

크기가

매우

크도록 (𝜀 = −100)

설정하였다.
그림 3.7 (c), (d), (e), (f)는 4가지 back reflector에 대한 광
활성층에서의 광 흡수율을 보여준다. PEC의 경우 첫 번째 공진은 광
활성층의 광학적 두께가 1/4 파장일 때 발생하는데, 이는 PEC의
반사계수의 위상이 180°이기 때문이다. PEC와 MBR-Al을 비교하여
볼 때 MBR-Al일 경우 공진이 발생하는 광 활성층의 두께가 PEC의
경우보다 다소 낮은데,

이는 MBR-Al에 의한 반사계수의 위상이

180°에서 벗어난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단파장에서 반사율이
감소함에 따라 공진의 세기 역시 감소하는 차이점을 보인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 MBR-Al이 가장 PEC에 가까운
반사특성을 가진다.
그림 3.7 (b)는 500 nm 파장에서 광 흡수율을 광 활성층 두께로
정규화한 값을 보여준다. 각 back reflector의 그래프에서 정점은 500
nm

파장에서

공진이

발생하는

광

활성층의

두께를

의미하는데,

비교반사체가 가장 얇은 두께에서 정점을 가진다. 이는 비교반사체의
반사계수의 위상이 제시된 4가지 back reflector 중에서 가장 0°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MBR-Ag, MBR-Al, PEC 순으로 정점을
가지는데, 이러한 순서는 광 활성층에 대한 back reflector의 반사계수
위상이 0°에 가까운 순서와 동일하다.
결국 이러한 분석을 통해 back reflector 반사율의 크기가 클수록 강한
Fabry-Perot 공진이 발생하고, 광 흡수 특성 향상을 위해 위상에 따라
광 활성층의 두께를 다르게 설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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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Meta back reflector의 면저항 특성

MBR-Ag의 면저항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를 나노공정을 통해 직접
제작하였다. Wavics sputter를 이용하여 quartz 기판 위에 MoO3와 은을
증착하였다. Sputter 공정은 MoO3와 은 모두 70 sccm의 Ar gas,
상온에서 진행 하였으며, RF power는 각각 100W, 110W로 하였다.

무

그림 3.8 (a) MoO3 / Ag / MoO3 박막 (b) MoO3 박막 TEM 이미지

5 nm, 20 nm의 매우 얇은 박막 공정이므로 정확한 증착율을 측정하기
위해 구면수차보정 투과전자현미경 (Cs-TEM)을 통해 제작된 샘플의
단면을 분석하였다. TEM 시료는 focused ion beam (FIB)를 통해
제작하였는데, pt coating은 샘플의 charging effect를 줄이기 위해
증착하였다. 그림 3.8 (a)는 quartz 기판 위에 은 / MoO3 / 은의 박막의
단면이고, 두께는 MoO3, 은 각각 약 3 nm, 18 nm이다. 그림 3.8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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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약 6 nm의 MoO3 박막이 증착되어 있는데, 그림 3.8 (a)에 비해
더 균일하게 증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은 박막의 산화와 MoO3에
비해 높은 은의 증착율에 기인한다. 이러한 T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증착율은 MoO3와 은 각각 약 0.33 Å/s, 3.97 Å/s임을 얻었다.

무

그림 3.9 (a) MoO3 / 은 / MoO3 박막의 면저항 계산값 (b) 은
박막과 MoO3 / 은 다중박막의 면저항 계산 및 측정값

면저항은 얇은 박막에 대한 저항 특성으로써 주로 박막의 단위
두께당 비저항으로 나타내는데, 유기태양전지에서 back reflector의
전기적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3.9에 나타낸 것처럼 은 박막의
두께에

대한

면저항을

Mayadas–Shatzkes(MS)

and

Fuchs–

Sondheimer(FS) models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23]. 이 model은
박막이 얇을수록 표면과 grain 경계에 의한 전자의 산란으로 인해
저항이

증가하는

다중박막의

것을

면저항은

각

고려하였다.
박막의

총

면저항의
24

n개의

층으로

병렬연결로

이루어진

계산되는데,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1
1
1
1
=
+
+ ⋯+
𝑅𝑠 R S,1 R S,2
R𝑆,𝑛

(2)

𝑅𝑠 는 다중박막의 면저항, R𝑆,𝑛 (𝑛 = 1, 2, …)은 각 박막의 면저항이다.
그림 3.9 (a)는 이러한 방식으로 MoO3 (5 nm)/ 은 / MoO3 (5 nm)의
면저항을 계산한 결과인데, MoO3의 면저항이 증가할수록 다중박막의
면저항은 은의 면저항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 point
probe system을 이용하여 다양한 샘플에 대해 면저항을 측정한 결과가
그림 3.9 (b)에 나와있다. 은 박막의 경우 MS:FS model을 통해 계산된
결과보단 낮게 나왔지만, 두께에 대한 면저항의 크기가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MoO3 / 은 / MoO3의 경우 은 박막의 면저항과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MoO3의
면저항이 은의 면저항에 비해 매우 크므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실제로
MoO3 30 nm에 대한 면저항은 16880.45 Ω/sq로 측정되었는데, 은에
비해 매우 큰 값임을 알 수 있다. MoO3 / 은 / MoO3 / 은의 경우 최하층
은 100 nm의 면저항이 다른 박막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다른 박막의
두께와 관계 없이 서로 비슷한 면저항을 나타낸다. 결국 MBR-Ag의
면저항은 약 0.187 Ω/sq으로 매우 낮아 전기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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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eta back reflector 유기태양전지

3.2.1 Meta back reflector 유기태양전지 구조 개요

무

그림 3.10 유기태양전지의 구조 [24]

Back reflector에 따른 광 흡수율 향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기태양전지에 적용해보았다. 유기태양전지의 구조는 그림 3.10와 같이
conventional과 반전형 구조로 나뉜다. Exciton diffusion, exciton
dissociation, charge separation, charge recombination 과정은 광
활성층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두

구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유기태양전지내의 전자기장의 분포에서 구조간의 큰
차이를 보이는데, exponential absorption profile을 가정할 때 charge
carrier는 주로 하부 전극에서 생성된다. 대부분 hole mobility가
electron mobility보다 더 낮은 것을 고려하면, charge collection
측면에서 반전형 구조가 더 나은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다[25, 26].
26

본 논문에서 적용된 유기태양전지는 반전형 구조로써 앞서 제시한
MBR 은 HTL과 anode 역할을 한다. 광 활성층은 PTB7:PC70BM,
electron transfer layer (ETL)은 ZnO, cathode는 ITO와 Ag-mesh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적용된 유기태양전지의 광 활성층의
두께는 87 nm (ITO), 50 nm (Ag-mesh)로써 매우 얇아 charge
collection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진다.

3.2.2 Meta back reflector 유기태양전지 (ITO)

무

3.11 ITO 기반의 유기태양전지의 (a) 구조 (b) 광 흡수율 및
reflector의 광 손실률

Indium

tin

oxide

(ITO)는

전기

전도성을

가진

투명

금속

산화막으로써 태양전지에서 투명전극으로 널리 활용된다[27, 28]. ITO
기반의 태양전지구조는 그림 3.11 (a)와 같이 ITO (87 nm) / ZnO (20
nm) / PTB7:PC70BM (88 nm) / back reflector로 구성되어 있다. MBR에
의한 광 흡수율 향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PEC, MBR-Ag, MB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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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반사체 4가지 형태의 back reflector를 적용하였는데, 등가회로
모델링과 COMSOL을 통해 광학적 특성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11 (b)는 각 back reflector에 따른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율과

back

reflector의

손실률

그래프인데,

MBR-Al

유기태양전지가 MBR-Ag, 비교반사체의 유기태양전지보다 광 흡수율이
전체적으로 높다. 이러한 광 흡수율의 차이는 특히 단파장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MBR-Al의 Ag와 Al 혼합 구조를 통한 단파장 반사율
증가로 인한 결과이다.
PEC의 경우 가장 높은 반사율을 지녀 광 흡수율이 가장 높지만,
520~680 nm의 파장 영역에서 MBR-Al 유기태양전지보다 낮은 광
흡수율을 가지는데, 이는 반사계수의 위상 때문이다. PEC의 반사계수는
언제나

180°로써

PEC

표면에서

E-field의

크기는

0이

되고

표면으로부터 E-field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λ/4로 MBR-Al에
비해 더 멀어져 얇은 광 활성층일 경우 장파장의 광 흡수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무

Optical abs.

Optical loss

[%]

[%]

MBR-Ag

62.5

10.3

MBR-Al

62.9

10.7

PEC

64.2

6.5

Control ref

53.2

16.9

무

표 3.1 ITO기반의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율과 손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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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은 300~800 nm 파장에서 AM1.5G 태양광 스펙트럼을
적용한 MBR-Ag, MBR-Al, PEC, 비교반사체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율과

손실률을

유기태양전지에

거의

보여준다.
상응하는

MBR-Al
광

흡수율을

유기태양전지가
보이고,

PEC

비교반사체를

적용한 유기태양전지에 비해 광 흡수율이 ~18.3% 증가하였다.

무

그림 3.12 입사각에 따른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율

그림 3.12는 300~800 nm에서 AM1.5G를 적용한 입사각에 따른
MBR-Ag, MBR-Al, control ref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MBR 유기태양전지는 입사각 45°까지 60%이상의
높은 광 흡수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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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Meta back reflector 유기태양전지 (Ag-mesh)

무

그림 3.13 Ag-mesh 기반의 유기태양전지의 (a) 구조 (b) 광
흡수율 및 reflector의 광 손실률

Ag-mesh cathode는 2차원 격자구조로써 ITO에 비해 광학적
특성이 우수하여 태양전지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29, 30].
Ag-mesh 기반의 태양전지구조는 그림 3.13 (a)와 같이 주기 400
nm의 Ag-mesh (10 nm) / ZnO (20 nm) / PTB7:PC70BM (50 nm) /
back reflector로 구성되어 있다. MBR에 의한 광 흡수율 향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PEC, MBR-Ag, MBR-Al, 비교반사체 4가지 형태의
back reflector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3.13 (b)는 각 back reflector에 따른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율과 back reflector의 손실률 그래프인데, MBR-Ag, MBR-Al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율을 비교하여보면 ~530 nm 파장을 기점으로
서로 높거나 낮은데, 이는 MBR-Ag와 MBR-Al의 반사율 차이가 나는
파장과 일치한다. PEC와 비교반사체를 적용한 유기태양전지 역시 back
reflector의 반사율에 따라 광 흡수율이 차이가 난다. 이는 ITO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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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 유기태양전지의 경우 PEC의 위상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광 흡수
특성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현상은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LSPR)에 의한 자기공진모드 때문인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 다시 하겠다.

Optical abs.

Optical loss

MBR-Ag

65.5

16.7

MBR-Al

65.1

18.3

PEC

70.3

10.5

Control ref

48.2

20.3

무

표 3.2 Ag-mesh 기반의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율과 손실률

표 3.2은 300~800 nm에서 AM1.5G를 적용한 MBR-Ag, MBRAl,

PEC,

비교반사체를

적용한

유기태양전지

(Ag-mesh)의

광

흡수율과 손실률을 보여준다. MBR-Al 유기태양전지는 300~800 nm
파장에서 평균 광 흡수율이 0.60%로 MBR-Ag 유기태양전지의 0.59%
보다 높지만, 단파장에서 AM1.5G 태양광의 에너지가 장파장에 비해
작아 AM1.5G를 적용한 광 흡수는 MBR-Ag 유기태양전지가 더 높다.
Ag-mesh 기반의 MBR 유기태양전지는 광 활성층 두께는 50 nm로
매우

얇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광

흡수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더 두꺼운 같은 활성층 (PTB7:PC70BM)의 유기태양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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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흡수 특성에 필적한다[31, 32]. 이와 더불어 활성층의 두께가
얇으므로 recombination loss가 매우 작아져 우수한 charge collection
특성을 지닌다.

무

그림 3.14 Ag-mesh 유기태양전지의 자기장 및 변위전류밀도 분포

무

그림 3.15 Ag-mesh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 및 변위전류밀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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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은 PEC, MBR-Al 유기태양전지의 H-field와 광 흡수
분포를 보여준다. 화살표는 변위전류밀도를 의미하는데, 750 nm 파장의
H-field 분포 그림에서 전류 루프가 형성되면서 강한 자기공진 모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Ag-mesh에서 LSPR로 인한 강한 전기
쌍극자가

형성되고

이러한

상호작용(coupling)하게

된다.

쌍극자는
이에

MBR-Al의
따라

전류

이미지
루프가

전하와
형성되어

자기공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한 공진은 빛 에너지를 강하게
집속함으로써 광 활성층이 많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650 nm와 750 nm 파장 모두 공진 모드가 발생하지만, 650 nm
파장일 때 더 약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이유는 그림 3.15의 광 흡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림의 수치해석 결과는 steady-state
solution으로써 650 nm 파장일 때는 광 활성층이 많은 빛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인해 자기공진 에너지는 약해진다. 이에 반해 750 nm
파장일 때는 광 활성층의 물성에 따라 750 nm 파장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빛 에너지가 자기공진모드를 형성하다. 이와
더불어 Ag-mesh와 MBR-Al에서 금속의 ohmic loss가 커지게 된다.
PEC와 MBR-Al의 H-field, 광 흡수 분포를 비교할 때, 세기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으나 형성된 모드 패턴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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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그림 3.16 MBR-Ag 유기태양전지(Ag-mesh)의 광 활성층 두께에
따른 광 흡수율

그림 3.16은 MBR-Ag 유기태양전지(Ag-mesh)에서 광 활성층
두께에

따른

광

흡수율

변화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태양전지의

활성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 광 경로 길이가 증가하여 광 흡수
특성은 향상된다. 하지만 MBR-Ag 유기태양전지(Ag-mesh)의 경우
활성층의 두께가 50 nm일 때 최적화된 광 흡수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전기쌍극자와 이미지 전하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
자기공진

모드가

높은

광

흡수율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만약

광

활성층의 두께가 증가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은 약해지고 이에 따라
자기공진의 세기 또한 약해지기 때문에 광 흡수율이 감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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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Meta color filter와 유기태양전지로의 적용

4.1 Meta color filter의 구조 및 특성

투과형

color

filter는

가시대역에서

전자기파의

특정영역을

투과시키고 나머지 영역을 반사하거나 흡수함으로써 색을 띠는 광
구조체이다. 염료, 색소, 금속 등을 통해 색을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메커니즘인데, 최근 이러한 염료나 색소 없이 색을 구현하는 structural
coloration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33, 34]. Structural
coloration의 원리는 간섭효과에 기반하는데, 가시광선과 광 구조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현된다.

이러한 structural color는 염료나 색소에

의한 색에 비해 더 밝고 photobleaching에 대해 내성이 강하며 색 변조
특성이 우수하다.

Z. Li et al. 은 metal-insulator-metal (MIM) 구조를 통해 투과형
color

filter를

제안하였다[35].

하지만

이러한

color

filter를

유기태양전지에 적용하였을 때 HTL로 인한 광 흡수율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MBR 구조의 응용으로써
유기태양전지 내에서 HTL과 anode 역할을 하는 meta color filer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구조체의 광학적 특성을 해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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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그림 4.1 Meta color filter의 (a) 구조 (b) Si3N4 박막 두께에 따른
투과율 (c) 은 박막 두께(H3)에 따른 투과율 (d) Si3N4와 은 박막
두께(H1, H3)에 따른 CIE 1931 chromaticity diagram 상의 색 좌표

그림 4.1 (a)는 meta color filter의 구조이고, MoO3 박막(H4, H6)은
5 nm로 설계하였다. Fabry-Perot 공진을 통해 색을 구현하는데, 얇은
은 박막은 반사체 역할을 하고, Si3N4 박막은 optical spacer로 동작하여
빛의 간섭효과를 일으킨다. 또한 Si3N4 박막 위의 MoO3, 은 박막은
유기태양전지 내에서 HTL과 anode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4.1 (b)는
은 박막의 두께(H1, H3, H5)가 30 nm, 10 nm, 20 nm 일 때, Si3N4 박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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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H2)를 55 nm, 75 nm, 95 nm, 115 nm, 135 nm로 변화시켰을 때의
투과율을 나타낸다. Si3N4 박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공진 파장은
red-shift 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박막 두께 증가에 의한 광
경로의 거리 증가 때문이다.
그림 4.1 (c)는 은 박막의 두께(H1, H5)가 20 nm, 10 nm이고 Si3N4
박막의 두께(H2)가 75 nm 일 때, 중앙의 은 박막(H3)의 두께에 따른
투과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경향성을 보면 은 박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투과율의 세기는 감소하고, blue-shift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두께 증가에 따라 유효 광 경로의 길이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은
박막의 두께가 얇을 때는 반사율이 낮아 Fabry-Perot 공진 모드를
형성 할 때 Si3N4 박막과 더불어 광 경로의 길이를 증가시키지만, 은
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반사율은 증가하여 Si3N4 박막만이 공진
모드의 유효 광 경로에 기여하기 때문에 blue-shift가 발생한다.
그림 4.1 (d)에서 은의 두께와 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MIM
color filter의 구성박막의 두께에 따른 색의 변화를 CIE 1931 color
space에 나타내었다. CIE 1931 color space는 국제조명위원회가
1931년에 제정한 표준 colorimetric system이다[13]. 상부 은 박막
두께(H5)를 20 nm로 고정하고, 중 하부 은 두께(H3, H1)를 5 nm / 20
nm, 10 nm / 30 nm, 40 nm / 60 nm으로 나누었을 때, Si3N4 박막의
두께를 50~150 nm 변화시켰을 때의 CIE 1931 color space이다. 은 (5
nm) / Si3N4 / 은 (20 nm)이 제일 낮은 색재현율을 가지는데, 이는 은의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 대역폭이 증가함에 따라 색의 순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은의 두께가 증가하면 CIE 좌표는 적색, 녹색, 청색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은 (40 nm) / Si3N4 / 은 (60 nm) 경우가 가장 넓은
색재현율을 가진다. 하지만 투과된 빛의 세기 매우 낮아 유기태양전지에
적용하는 것에는 제한된다. 결국 색재현율과 빛의 세기는 상충관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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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적절한 은의 두께의 meta color filter를 유기태양전지에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4.2 Meta color filter 유기태양전지

무

그림 4.2 (a-b) Meta color filter 유기태양전지의 (a) 구조와 (b)
Si3N4 박막 두께에 따른 광 흡수 및 투과율 (c-d) 비교 color tunable
유기태양전지의 (c) 구조와 (d) Si3N4 박막 두께에 따른 광 흡수 및
투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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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a)와 같이 meta color filter를 적용한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의 구조는 ITO / ZnO / PTB7:PC70BM / meta color filter로
구성되며, 53% (400~800 nm, AM1.5G weighted) 이상의 빛을
흡수하기 위해 MoO3 (5 nm) / 은 (20 nm) / MoO3 (5 nm) / 은 (10 nm)
/ Si3N4 / 은 (30 nm)의 meta color filter를 적용하였다. 적용된 상 중부
은 두께는 총 30 nm이고 하부 은 박막 두께는 30 nm로 대칭에 가까운
cavity

구조를

가진다.

그림

4.2

(c)는

비교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이다. 구조를 보면 HTL인 MoO3 (30 nm)와 일반적인
MIM color filter인 은 (30 nm) / Si3N4 / 은 (30 nm)가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HTL과

MIM

color

filter를

비교

color

filter라

하자.

다중박막으로 이루어진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 및
투과율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해 등가회로 모델링을 통해 해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2 (b)는 Si3N4 박막의 두께(H2)를 55 nm, 75 nm, 95 nm,
115 nm, 135 nm로 변화시켰을 때,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율과 투과율을 나타내는데, 서로 상충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Si3N4 박막의 두께(H2)에 대해 ~20% 이상의 최대투과율을
가지는데,

각

공진

파장에서

투과된

빛의

세기만큼

광

흡수율이

감소한다. Si3N4 박막의 두께(H2)가 135 nm 일 때 다른 두께의 경우에
비해 투과율이 높은데, 이는 광 활성층이 흡수하지 못하는 빛 에너지의
파장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그림 4.2 (d)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2 (b)와 (d)를 비교해보면, 투과 특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광 흡수 특성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olor filter의 반사
특성에 기인하는데, meta color filter의 경우 MBR과 유사하게 HTL에서
발생하는 상쇄간섭을 막기 위해 은 박막이 삽입되어 있어 공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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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대역에서 반사율이 높아진다. 또한 거의 대칭적인 cavity 구조로
인하여 meta color filter의 투과 특성은 일반적인 MIM color filter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에 반해 비교 color filter의 경우 대칭적인 MIM
color filter 구조로 인하여 투과 특성은 좋지만, HTL로 인한 상쇄로
간섭 때문에 반사율은 단파장에서 매우 낮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두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의 광 흡수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𝑯𝟐 [nm]

A [%]

T [%]

55

53.9

3.8

75

53.2

4.7

95

53.5

4.0

115

54.8

3.6

135

57.5

4.6

무

표 4.1 Meta color filter 유기태양전지의 Si3N4 박막 두께에 따른
광 흡수 및 투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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𝑯𝟐 [nm]

A [%]

T [%]

55

44.9

3.9

75

44.2

4.9

95

44.7

4.5

115

46.6

3.7

135

48.8

4.4

무

표 4.2 비교 color filter 유기태양전지의 Si3N4 박막 두께에 따른
광 흡수 및 투과율

표 4.1과 4.2는 Si3N4 박막의 두께(H2)에 따라 400~800 nm
파장의 AM1.5G를 적용한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 광 흡수율과
투과율을 보여준다. Metal color filter의 유기태양전지는 모든 박막
두께에

따라

~53%

이상의

광

흡수율과

~4%

이상의

투과율을

보여준다. 특히, Si3N4 박막의 두께(H2)가 135 nm 일 때, 광 활성층의
흡수대역을 벗어난 곳에서 공진가 발생함에 따라 최고의 흡수율을
나타내지만, AM1.5G 태양광의 에너지 비중에 따라 투과율은 Si3N4
박막의 두께(H2)가 75 nm 일 때보다는 낮다. 이에 반해 비교 color
filter의 유기태양전지는 meta color filter의 경우보다 투과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광 흡수율은 ~10% 낮은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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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Meta color filter 유기태양전지에서 Si3N4 박막의 두께가
115 nm 일 때 (a) 540 nm (b) 680 nm 파장의 E-field 세기 분포와 (c)
540 nm (d) 680 nm 파장의 광 흡수율 분포

Si3N4 박막의 두께(H2)가 115 nm일 때, meta color filter가 적용된
유기태양전지는 파장 540 nm, 680 nm에서 각각 최대 투과율과 광
흡수율을 보인다. 이때의 E-filed 세기와 광 흡수율 분포를 그림
4.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2 (a)와 (c)를 보면 meta color
filter의 공진 파장 이외의 대역에서 높은 반사특성을 보임에 따라 광
활성층에

E-field가

강하게

집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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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빛

에너지가

광

활성층에 흡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b)와 (d)는 680 nm의
공진 파장을 가지는 meta color filter에서 Fabry-Perot 공진 모드가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드의 영향으로 광 활성층에서
분포하는 E-field 세기가 낮아져 광 흡수율이 낮아진다. 또한 cavity를
이루는 은 박막에서의 광 손실 또한 증가한다.

그림

4.4

Si3N4와

은

박막

두께에

따른

meta

color

filter

유기태양전지의 CIE 1931 chromaticity diagram 상의 색 좌표

Meta

color

filter의

구성박막의

두께에

따른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의 색의 변화를 CIE 1931 color space에 나타내었다. 상부
은 두께는 20 nm로 고정되고, 중 하부 은 두께가 5 nm / 20 nm, 10 nm
/ 30 nm, 40 nm / 60 nm에 따라 Si3N4 박막의 두께를 50~150 nm
변화시켰다. Meta color filter와 마찬가지로 유기태양전지에서도 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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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 / 60 nm 일 때 색재현율이 가장 넓지만, 투과된 빛의 세기가 매우
작다. Ag 5 nm / 20 nm일 경우 Ag 40 nm / 60 nm에 비해 색재현율은
좁지만 8~9% (400~800 nm, AM1.5G) 정도의 투과율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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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다중박막구조의 MBR, color filter 및 유기태양전지의 광 특성을
해석하였다. 광대역의 높은 평균반사율 (~86%, 300 nm < λ < 800
nm)을 갖는 MBR은 sputter를 통해 쉽게 공정이 가능하였고, ~0.18
Ω/sq의

매우

낮은

면저항

값을

가졌다.

이를

기반으로

한

유기태양전지는 한정된 광 활성층의 두께(~50 nm)에도 불구하고 높은
광 흡수율(65.5%, 300 nm < λ < 800 nm, AM1.5G)을 보였는데, 이는
MBR과 Ag-mesh에 의한 광대역 자기공진 모드가 발생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MBR 구조에 파장 선택적 cavity 특성을 도입하여
얇은 광 활성층(~88 nm)의 color-tunable 유기태양전지를 구현하였고,
각각 ~53.2%, ~3.6% (400 nm < λ < 800 nm, AM1.5G) 이상인 높은
광 흡수 및 투과율 특성과 넓은 색재현율을 보였다. 제안된 연구는
다중박막 구조기반의 태양전지, 광 검출 및 측정, 광학 필터 등의 소자
연구에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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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of Meta Back Reflector and
Color Filter for Organic Solar
Cells
Hojin Bak
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rganic solar cells (OSCs) have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in recent years due to low-cost processing, large-area
production, easy fabrication and high flexibility. However, intrinsic
limitation of active layer thickness (100~300 nm) shortens the
optical path length, and thus power conversion efficiency (PCE) of
OSCs is typically lower than that of conventional thick Si solar cells.
In this context, there have been increased interests in plasmonic
light-trapping to overcome these drawback.
Meanwhile, extra optical losses which arise in anode, hole
transfer layer (HTL), electron transfer layer (ETL), and cathode
also lowers optical absorption in OSCs. Particularly, although
thickness of HTL on back reflector is very thin(<~50 nm), a
significant reduction of back reflection occurs owing to destructive
interference, which leads to degradation of optical performance in
inverted OSCs
In this study, we propose meta back reflector (MBR)
functioning as HTL and anode to overcome short effective optical
path length and low reflection at the HTL. We derive a non-resonant
broadband (300 nm < λ < 800 nm) reflection enhancement of 21% in
average compared to a reference reflector. Through measuring
sheet resistance from 4 point probe system, we also demonstrate
good electrical performance (0.18 Ω/sq) of MBR. As a result of the
photon re-use from the broadband enhanced reflection,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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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t optical absorption of 65.5% (300 nm < λ < 800 nm, AM1.5G
weighted) in OSCs is achieved in spite of restricted thickness of
active layer (~50 nm).
In addition, we implement meta color filter exploiting cavity
regime of MBR structure. Through this approach, we obtain not only
spectrally tunable transmittance, but also enhanced reflection
except for the transmission band. By adapting this color filter to
OSCs, we demonstrate color-tunable OSCs having efficient optical
absorption above ~53.2% and transmittance above ~3.6% (400 nm
< λ < 800 nm, AM1.5G weighted) with a large color gam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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