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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have been caused by the greenhouse effect due to carbon dioxide(CO2) or nitrogen

oxides(NOx) generated by the use of fossil fuels, including oil and liquefied natural gas. Many countries, including our own,

the United States, those of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hown growing interest

in clean energy, and have been concentrating on the development of new energy-saving materials and devices. Typical non-

fossil-fuel sources include solar cells, wind power, tidal power, nuclear power, and fuel cells. In particular, organic solar

cells(OSCs) have relatively low power-conversion efficiency(PCE) in comparison with inorganic(silicon) based solar cells,

compound semiconductor solar cells and the CIGS [Cu(In1-xGax)Se2] thin film solar cells. Recently, organic cell efficiencies

greater than 10 % have been obtained by means of the development of new organic semiconducting materials, which feature

improvements in crystalline properties, as well as in the quantum-dot nano-structure of the active layers. In this paper, a brief

overview of solar cells in general is presented. In particular, the current development status of the next-generation OSCs

including their operation principle, device-manufacturing processes, and improvements in the PCE a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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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지구환경 변화와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

료의 유한성으로 인해, 새로운 항구적 대체 청정에너지

를 개발하는 일이다. 

태양전지(solar cell)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

접 변환시키는 광전소자이다. 태양전지는 이미 우리 생

활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 계산기, 휴대용 전자기기

의 전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정용 및 산업용 발전

수단, 그리고 우주 항공분야의 전기 에너지원으로 사용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융합한 사

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또는 스마트 농장(inter-

net of farm, IoF) 분야에 그린 에너지원으로서 태양전

지를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원으로서 태

양의 수명은 거의 영구적이며, 지구 대기층에 도달하는

평균 태양에너지는 1,367 W/m2(AM0 기준) 이다.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총량은 전 세계가 소비

하는 총 에너지의 약 10,000배에 해당된다. 이는 에너

지변환 효율이 10 %인 태양전지로 지구 표면을 0.1 %만

덮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부 공급할 수 있다

는 말이 된다.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

유, 석탄, 천연가스가 전체 소비에너지의 80 % 이상을 점

유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는 약 10 %의 비교적 점유율

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2050년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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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비되는 에너지의 40 % 이상이 태양전지, 풍력발

전, 지열에너지 시스템 등 청정에너지가 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태양전지는 다른 전기시스템과는 달리 발전을 위해 회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잡음이나 방사능, 폭발의 위

험이 없고, 유해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청정에

너지를 공급한다. 나아가, 설치 및 유지가 간편하고 무

인화나 자동화로 운영이 가능하다. 태양전지의 이러한 장

점 때문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 중

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태양전지는 사용 재료에 따라 Si 이나 화합물 반도체

를 이용하는 무기 태양전지와 나노결정 산화물 입자 표

면에 염료가 흡착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SSC, dye-

sensitized solar cell), 전자주개(electron donor)와 전자받

개(electron acceptor) 특성을 갖는 유기물들로 구성되는

유기 태양전지(organic solar cell)로 나눌 수 있다. 

태양전지 개발에서 주된 이슈는 높은 에너지 변환효율

을 얻는 것과 낮은 가격으로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것이

다. S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무기 태양전지는 광흡수 영

역이 넓고 에너지 변환효율이 높으며 안정된 동작 특성

을 보이지만, 제조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다. 2000

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태양전지의 제조원가는 Si 태양전

지를 기준으로 2~3 $/Wp 였으며, 최근에 이르러 대량생

산과 저가화 노력을 통해 결정형 Si 태양전지의 제조 원

가가 1 $/Wp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낮

아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태양전지의 발전 비율은 아직까

지 미미하여 2012년 기준으로 세계 태양광 시장규모는

약 30 GW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낮은 가

격의 태양전지 개발을 목표로 CIGS[Cu(In1-xGax)Se2] 박

막 태양전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유기 태양전지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기 태양전지는 기존의 무기 태양전지와 달리 광활성

층으로 유기 소재를 사용하는 새로운 구조의 태양전지

이다. 유기 재료는 인쇄가 가능하고 연성이며, 용액기반

기술에 의해 대면적으로 박막을 형성할 수 있어 저가의

태양전지 개발에 유리하다. 특히 제조공정에서 플라스틱

과 같은 휨성(flexible) 기판을 이용함으로써 롤-투-롤(roll-

to-roll) 연속 인쇄공정을 적용하여 제조원가를 획기적으

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기 재료는 산

소, 물, 열에 대한 저항이 낮아 수명이 짧고 재료의 에

너지갭이 커서 태양광 스펙트럼 흡수영역이 매우 제한

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광유도 엑시톤(exciton, 전자-정공

쌍)의 결합에너지가 너무 커서 전하분리가 어렵고 유기

물 내에서 엑시톤의 확산길이가 너무 짧아 에너지 변환

효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 이

르러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벌크 헤테로접합(BHJ, bulk

heterojunction), 텐덤구조(tandem structure)의 이중 활성

층을 이용한 구조 개선으로 유기 태양전지의 에너지 변

환효율은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Mitsubishi

Chemicals사와 도레이사1,2)에서 10 % 대의 유기 태양전

지 효율을 보고하였지만 상용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

구되는 태양전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기 태양전지의 기

본원리를 이해하고, 사용되는 재료와 종류 등 개발 현

황을 소개하며, 소자 제작을 위한 공정기술과 전력변환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적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유기 태양전지의 원리

유기 태양전지에서는 크게 4 단계를 통해 광자가 전

자로 변환된다. 첫째 빛을 흡수하여 엑시톤이 생성되는

과정, 둘째 생성된 엑시톤이 계면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

정, 셋째 계면에서 정공과 전자로 분리되는 과정, 마지

막으로 분리된 정공과 전자들이 각각 음극과 양극으로

이동하여 전류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다. 

가장 간단한 유기 태양전지의 구조는 Fig. 1과 같이 하

나의 유기막이 빛이 입사될 수 있는 투명한 indium tin

oxide(ITO) 전극과 작은 크기의 일함수를 갖는 Al, Ca 또

는 Mg 같은 금속 전극 사이에 끼워진 형태를 갖는다. 

Fig. 1의 구조에서 두 전극의 일함수 차이로 유기층에

는 전계가 형성되며, 빛이 입사될 경우 엑시톤이 일차

적으로 생성된다. 생성된 엑시톤은 유기물 내를 확산하

고 전극 계면에 도달하게 되면 정공과 전자로 분리된

Fig. 1. Schematic energy diagram of a simple organic solar cell.



436 장지근·박병민·임성규·장호정

다. 분리된 전하들은 전계에 의해 정공이 양극(ITO)으

로, 전자가 음극(금속)으로 이끌리어 광전류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유기물 내의 전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엑

시톤의 결합에너지가 매우 높아 유기물 내에서는 엑시

톤으로부터 전자-정공이 좀처럼 분리되지 않으며, 전극 부

근에 엑시톤이 도달할 때 비로소 전자-정공 쌍이 깨어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극으로부터 엑시톤의 확산거리

내에서 흡수된 빛만이 광생성 전류에 기여하게 된다. 유

기물에서 엑시톤의 확산길이는 1-10 nm 정도로 매우 짧

고, 계면 결함이나 불순물을 통한 전자-정공의 재결합 등

다른 손실 요소도 있어 단순 구조의 유기 태양전지는 보

통 0.1 % 이하의 낮은 전력변환효율을 나타낸다. 

단순 구조의 낮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으로 Fig. 2와 같은 도너(donor)와 억셉터(acceptor)를 이

용한 BHJ 구조가 있다.

Fig. 2의 donor-acceptor 이중층을 이용한 BHJ 구조에

서 전자친화력(electron affinity)과 이온화 포텐셜(ioni-

zation potential)의 차이로 두 유기물의 경계면에서 정전

력이 발생한다. 빛의 흡수에 의해 형성된 엑시톤이 확

산에 의해 이 경계면에 도달하면 경계면에 형성된 정전

력에 의해 엑시톤은 분리되면서 전자친화력과 이온화포

텐셜이 큰 억셉터 물질은 전자친화력과 이온화포텐셜이

작은 도너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아 드리게 된다. 이리

하여 정공은 양극으로, 전자는 음극으로 흘러 광전류를

형성한다. 이 구조는 단순 구조의 유기 태양전지에 비

해 훨씬 효율적으로 엑시톤을 분리함으로써 보다 우수

한 성능의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다.

Fig. 3에 보여진 BHJ 또는 분산 헤테로접합(dispersed

heterojunction)은 도너와 억셉터 물질을 혼합(blending)하

여 만든 고효율 유기 태양전지의 구조이다. 

Fig. 3의 혼합 유기층에서 도너와 억셉터 재료의 도메

인(domain) 크기가 엑시톤의 확산길이와 비슷하면 엑시

톤이 어디에서 생성되던 두 재료의 계면까지 확산될 수

있고 계면에 도달한 엑시톤은 전하 분리를 이룰 수 있

다. 그리고 계면으로부터 전극까지 각 재료에서 전하의

연속적 통로가 형성되면, 분리된 전자와 정공은 이 통

로를 통하여 전극까지 이동하여 광생성 전류를 형성한

다. 만일 이 구조에서 도너와 억셉터의 도메인이 비연

속적으로 고립되면 전자와 정공을 트랩핑하는 재결합 중

Fig. 2. (a) Schematic energy diagram of a donor-acceptor hetero-

junction and (b) the carrier generation mechanism of organic solar

cells.

Fig. 3. Schematic diagram of a dispersed hetero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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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이 구조에서는 blending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유기 태양전지에서 양자효율(quantum efficiency, QE)

은 광전변환에서 나타나는 4단계 효율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즉, 빛을 흡수하여 엑시톤이 형성되는 효율

(ηA), 엑시톤이 확산하는 효율(ηD), 엑시톤이 분리되는 효

율(ηS), 그리고 분리된 전하가 전극까지 수집되는 효율

(ηC)의 곱에 비례하게 된다. 

QE = ηAηDηSηC (1)

여기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인 전하분리 과정과 전

하수집 과정은 유기반도체의 경우에도 거의 100 %에 가

깝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첫 번

째와 두 번째 단계인 전지의 ηA 와 ηD 를 높이는 것이

유기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기층의 적절한 두께 선택

과 생성된 엑시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하여 도너와

억셉터의 경계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러한 측면에서 진공 증착을 통해 제작되는 bi-layer BHJ

보다 고분자 도너와 플러렌(fullerene)계 억셉터를 이용하

는 소자가 용액 공정에 의해 BHJ를 형성하여 적절한 계

면과 채널을 제공하여 최적의 소자특성을 실현할 수 있

게 된다. 

태양전지의 전력변환효율(power conversion efficiency,

PCE)은 태양광을 모사한 표준광원(AM 1.5) 하에서 전

류-전압 특성을 측정하여 결정되며, 측정된 전류-전압 곡

선에서 단락전류(short circuit current, Isc), 개방전압(open

circuit voltage, Voc), 최대전력에서의 전류(Im), 최대전력

에서의 전압(Vm) 등의 값이 Fig. 4와 같이 얻어진다. 

유기 태양전지도 상기와 같이 표준 광원 하에서 측정

된 전류-전압 특성곡선으로부터 그 효율을 구할 수 있

는데, 소자의 활성 면적을 고려한 단락전류밀도(short

circuit current, Jsc)와 충실도(fill factor, FF)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A는 전지의 면적이고, Pi 와 Pm 은 각각 전

지에 입사되는 단위면적당 광전력과 전지가 내는 최대

전력이며, FF는 IscVoc에 대한 ImVm의 비율로 태양전지의

충실도는 전류-전압 곡선이 얼마만큼 장방형(rectangular)

에 가까운 가를 나타내는 특성 인자이다. 

3. 유기 태양전지의 주요 재료

유기 태양전지 소자제작을 위해서는 전극재료, 중간층

(버퍼층) 재료, 광활성층 재료, 봉지재료 등으로 크게 구

분된다. 전극재료는 저항이 매우 작고 양극(anode)인 경

우는 빛의 반사를 억제할 수 있고, 투명도가 우수하며,

쉽게 제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유기 광활성층 재료

는 넓은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기 위해 에너지 밴드갭이

작아야 하고 산소, 수분 등 주변 환경에 대해 안정하면

서 태양 빛이 입사될 때 엑시톤의 생성율이 크고 캐리

어의 이동도(carrier mobility)와 농도(carrier concentration)

가 클수록 양호한 유기 반도체재료라고 할 수 있다. 봉

지재료는 효율적으로 수분과 공기를 차단하여야 하며 안

정되고 제조하기가 쉬운 물질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유기태양전지 소자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주요재료를 Table 1에서 보여주고 있다. 

유기 태양전지는 광활성층 재료의 종류에 따라, 유기

단분자 반도체 재료를 층층이 증착하여 층간 구조를 형

성하는 bi-layer 구조3)와 고분자 반도체재료를 용액공정

을 통하여 혼합하여 제작하는 BHJ 구조로 나눌 수 있

다(Fig. 6).4,5) 이 중 BHJ 구조의 유기 박막 태양전지는

유기계 태양전지에 있어 최고 효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최고의 유기계 태양전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구조는 사용되는 억셉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시 고분

자/고분자, 고분자/C60 유도체, 고분자/무기물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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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Current-voltage and (b) Power-voltage characteristics of a typical so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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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기 태양전지 소자 제작방법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유기 태양전지는 소자의 활성층

(active layer)에 빛(광에너지)이 입사되면 활성층 내의 전

자 도너와 전자 억셉터 반도체 물질에서 엑시톤(excitons,

전자-정공쌍)이 발생된다. 발생된 엑시톤은 활성층 내에

서 이동 및 분리되어 캐리어로써 전자와 정공을 발생시

켜 내부 driving force에 의해 음극, 양극으로 된 양전극

으로 이동하여 전기적 에너지를 포집하게 된다. 이를 광

전기력(photovoltaic) 이라 부르며 광에너지에 의한 전기

적 에너지의 변환을 의미하며 전력 변환효율의 정량적

단위로 표시하여 에너지 변환성능을 나타내게 된다. 이

때 변환효율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동작중에 발생될 수

있는 효율 손실 요소들을 억제하여야 한다. 즉, 손실 요

소들로서는 투명전극 표면에서의 광반사율의 증가, 엑시

톤으로부터 캐리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소자내에서 캐

리어의 재결합 증가와 제한된 이동도 그리고 전극계면

에서의 캐리어의 트랩(trap) 등이 소자의 효율을 떨어뜨

리는 주요 요소로써 작용하게 된다. 

Fig. 5에는 전형적인 유기 태양전지의 (a) 소자 단면

구조도와 (b) 효율 손실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유기 태양전지는 투명전극(indium tin oxide(ITO), Al

doped zinc oxide(AZO)) 이 입혀진 유리 또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정공수송 버퍼층(PEDOT:PSS)과 유기반도체

활성층의 유기물을 용액 공정(스핀코팅, 잉크젯, roll-to-

roll 등) 으로 박막형태로 형성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음

극(Al, LiF/Al 등)을 형성하여 유기 태양전지 소자를 형

성하게 된다.6-8) 즉, 양극으로 투명전극이 입혀진 유리(플

라스틱) 기판 위에 PEDOT:PSS 정공수송 버퍼층과 활

성 유기반도체층 그리고 음극 전극으로 구성된 다층구

조로써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대표적인 4종류의 소자 구

조를 Fig. 6에서 보여주고 있다. 유기태양전지의 연구 초

기에는 주로 (a) 에서 보여주는 p형과 n형 유기반도체

로 구성된 이중 광활성층 구조로(bi-layer)된 소자를 연

구하였으나. 이 경우에는 활성층 계면에서 캐리어의 트

랩(trap) 현상과 이동도의 저하로 효율증가가 어렵게 되

었다. 그 후 (b)그림에서와 같이 p형과 n형 반도체 물

Table 1. Typical materials for organic solar cells.

Items Materials Components Remarks

Electrode Materials

ITO Indium tin oxide
Transparent 

electrodes
AZO Aluminum doped zinc oxide

GZO Gallium zinc oxide

 Buffer Layer 

Materials

PEDOT:PSS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oly(styrene sulfolnate)] Hole transport layer

MoO3 Molybdenum trioxide Hole collecting 

buffer layerV2O5 Vanadium(V)oxiiso-propoxide

Cs2CO3 Cesium carbonate

Electron collecting 

buffer layer

TiO2 Titanium dioxide

LiF Lithium fluoride

Ca Calcium

 Electron Donor 

Materials

P3HT Poly(3-hexylthiophene-2,5-diyl)

PCDTBT
Poly[N-9"-hepta-decanyl-2,7-carbazole-alt-5,5-(4',7'-di-2-thienyl-2',1',3'-

benzothiadiazole)]

PDTSTPD
Poly[2,6(4,4'bis(ethylhexyl)dithieno[3,2-b:2',3'-d]silole)-alt-(1,3-(5-octyl-

4H-thieno[3,4-c]pyrrole-4,6(5H)-dione))]

PCPDTBT
Poly[2,6-(4,4-bis-(2,ethylhexyl)-4H-cyclopenta[2,1-b;3,4-

b']dithiophene)-alt-4,7-(2,1,3-benxothiadiazole)]

PTB7 Poly thieno[3,4-b]thiophene/benzodithiophene

 Eelectron Acceptor 

Materials

PC60BM [6,6]-phenyl-C61butyricacidmethylester

PC70BM [6,6]-phenyl-C71butyricacidmethylester

Pentacene Dibenzo[b,j]anthracene

IC60BA Indene-C60bisadduct

Passivation Materials

Al2O3 Aluminum oxide Inorganic material

PVA Polyvinyl alcohol

Organic materialsAmmonium 

Dichromate
H8Cr2N2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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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혼합하여 단일 구조의 광활성층으로 된 BHJ 구조

를 주로 연구하게 되었으며 이 소자 구조는 캐리어의 발

생과 이동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져 효율의 획기적

인 증가를 가져 올 수 있었다. 한편, (d) 에서와 같이

구조는 복잡하지만 광활성층을 버퍼층 사이에 복수층으

로 구성하여 광흡수율을 크게 증가시켜 효율을 10 % 이

상으로 올린 텐덤구조의 유기태양전지 소자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유기태양전지 소자 제작을 위한 대표적인 용액

공정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스핀코팅(spin coating)에 의한 방법

스핀코팅은 점도가 있는 용액을 적당량 기판에 도포한

후 기판을 회전시켜 일정한 두께의 박막을 형성하는 기

술이다. 박막의 두께는 용액의 점도, 휘발성, 스핀 속도

및 시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스핀코팅 방법은 수많은

기초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 사용과 범위는 폭

넓다. 스핀코팅 방법은 장치가 간단하며 막의 두께를 균

일하게 얻을 수 있고 재현성이 우수하다. 이처럼 막의

두께, 형성, 표면조직의 재현성은 높으나 기판 크기와 두

께에 있어서 제한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2) 잉크젯 프린팅(inkjet printing)에 의한 방법

스핀코팅에 비해 소자의 크기와 미세한 셀 구조를 만

들 수 있는 박막 형성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저

가격으로 생산 가능한 인쇄기술이다. 기존의 포토리소 그

리피에 의한 패터닝 공정을 잉크젯으로 대체할 경우 여

러 장점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 공정수 절감을 들

수 있으며 기존의 포토공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

한 공정이 요구되면 반면 잉크젯의 경우 원하는 곳에 필

요한 물질을 패터닝할 수 있는 소위 “Pattern on Demand”

공정이 가능하므로 단순한 공정으로 패터닝을 완성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재료절감 및 친환경적이다. 스핀코팅

으로 박막 형성시 버려지는 재료가 약 80 % 이상이 되

어 이용 효율이 매우 낮지만 잉크젯 박막 공정은 필요

한 셀 부분만 재료를 도포하므로 재료 이용효율이 거의

100 %에 가까우며 결과적으로 폐기물이 없는 친환경 공

정 실현이 가능하다. (3) 사용 기판의 대형화가 가능하

다는 점이다. 즉, 잉크젯 도포는 다른 박막 형성 공정에

비해 기판 사이즈의 증가에 따른 공정 대응이 비교적 용

이하다. 멀티헤드 부착으로 대형기판 대응과 양산성 확

보가 가능하다. (4) 클린룸 설비 면적을 절감할 수 있

다. 기존의 포토공정처럼 많은 장비가 소요되지 않으므

로 클린룸 소요면적이 감소되고 투자비용 절감이 가능

하다. 앞서 기술한 여러 장점으로 인해 공정비용의 감

소로 인해 제품가격 경쟁력의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로

Fig. 6. Typical device structures of organic solar cells.

Fig. 5. Schematic sectional structure and efficiency loss factors of organic so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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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정의 장점을 살려 복잡한 형상이나 활성층의 면

적이 작은 소자 형태 제조에 적합하고 볼 수 있다.

3) 롤-투-롤(roll-to-roll)에 의한 방법 

한 장의 별도 기판을 사용하여 소자를 제조하는 기술

(batch형)과 달리 롤러(roller)에 감긴 긴 시트(sheet)형 기

판을 사용한다. 특히 롤-투-롤 기술은 유연성이 있고 펼

쳐진 상태로 인쇄 및 코팅 공정을 수행하게 되며 기판

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인쇄 전에 기판에 대해 추가적

으로 가열, 건조, 표면처리 등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일

괄 박막 형성 공정으로 연속적으로 휨성 유기 태양전지

제작이 가능하므로 공정 집적화와 생산속도 향상 등이

가능한 기술로써 산업계가 선호하는 가장 우수한 박막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연속공정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박막 형성 단계를 분할하여 반복 생산하는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롤-투-롤 공정은 소요 면적 및 장

치의 부피가 큰 경우도 있다. 롤-투-롤 공정기술에 있어

서 기판의 장력, 이송 속도, 청결도, 표면 처리, 가열, 건

조, 표면 처리 등을 잘 조절하여야만 원하는 소자 규격

의 박막 필름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브러쉬 페인팅(brush painting) 방법

에 의해 유기태양전지 소자의 양극전극과 버퍼층, 유기

활성박막을 형성한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9) 

Fig. 7에는 스핀코팅과 잉크젯에 의한 유기 태양전지

소자의 제조 공정순서의 한 예를 보여 주고 있다.6,7,10)

5. 유기 태양전지의 효율 개선

유기 태양전지 소자에 대한 성능은 PCE 값이 주요 평

가요소가 된다. PCE 값은 Fig. 4의 전류-전압 특성곡선

과 관계식(2)에서 알 수 있듯이 Voc, Jsc 및 FF 값의 증

가가 비례적으로 PCE 값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소

자의 Voc, Jsc, FF 값의 증가가 곧 소자의 우수한 성능

효율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 한편 이들 Voc, Jsc, FF 값

들은 소자를 구성하는 유기반도체 재료, 재료의 결정 구

조 및 박막간 표면 형상과 소자의 구조 및 공정 조건

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유기 박막 태양전지의 고효율

화를 위한 신규 소재의 개발 측면에서 보면, 태양광 스

펙트럼의 보다 넓은 영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저밴드갭

을 갖는 고분자 도너 물질을 개발하여 광변환 효율의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다. 2006년 미국의 Konarka사11)는 광

학적 밴드갭이 1.40 eV인 신규 고분자 물질인 PCPDTBT

를 개발하였는데, 이 고분자를 이용한 유기 박막 태양

전지의 제작조건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 약 8 % 이상

의 지속적인 광변화 효율의 향상을 성취하였다. 이들 저

밴드갭 신규 고분자와 P3HT 고분자를 함께 이용하여 2

층 탠덤구조의 전지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광변

환 효율을 달성하였다.12) 또한, N. Blouin et al13) 등은

poly(2,7-carbazole)계 고분자 도너인 PCDTBT를 개발하

였으며, PCBM의 억셉터의 에너지 준위를 고려했을 때,

Fig. 7. Typical manufacturing process of organic solar cells by spin coating and inkje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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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효율을 낼 수 있는 BHJ 태양전지 재료들이 보

고되고 있다.

억셉터 물질로 사용되는 n-형 유기반도체는 현재까지

C60 및 C70 플러렌(fullerene)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다. 대표적인 유기 태양전지용 억셉터 물질로 알려져 있

는 플러렌 C70에 1,3-dipolar 치환기가 도입된 PC70BM은

정식명칭이 [6,6]-phenyl C71-butyric acid methyl esters이

며 2003년 Janssen 그룹에서 합성되었다. 소자 제작은

ITO/PEDOT:PSS 양극층위에 PC70BM:MDMO-PPV(poly

(2-methoxy-5-{3’,7’-dimethyloctyloxy}-p-phenylene

vinylene) 광활성층을 갖는 소자구조로 3.0 %의 PCE값을

보고하였다.14) 또는 이 물질은 PC60BM 대비 용해도가

다소 우수하며 저밴드갭 고분자 도너들과 조합을 통해

약 4 %대 이상의 효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M. Lenes et al15)등은 fullerene계 n형 bis-adduct 형

태의 bisPCBM 억셉터 반도체 물질을 보고하였다. 치환

기가 두 개 도입됨에 따라 LUMO가 높아지고 P3HT

(poly(3-hextlthiophene)와의 조합을 통한 OSC 소자에서

Voc 값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4.5 %의 개선된 PCE값을

보고하였다. 억셉터 반도체 물질로서 ICBA(Indene-C60

Bisadduct) 고분자를 Y. He et al16)등이 논문으로 보고

하였는데, P3HT 도너 물질에 ICBA 억셉터 광활성층을

가진 소자를 제작하여 PCBM 대비 0.26 V 높은 Voc를

구현하여 5.44 %의 효율을 달성하였으며 공정 개선을 통

해 최대 6.5 %까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였다.

Table 2에는 유기 태양전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에 대해 표로 정리하였다. Voc는 주로 광활성층 물질

과 연관이 깊으며 Jsc는 흡수된 광자의 수 (외부로부터

빛의 세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누설전류 등에 의해

소자의 FF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들 특성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요소들은 개방전압과 단락전류 등에 동시에 영향

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

2000년 이전까진 대부분 단분자 구조에서 연구가 이

루어졌으나 1 % 미만의 낮은 수준의 효율에 머물러 있

었다. 2000년 이후부터 C60 및 이의 유도체(PCBM 등)

의 도입과 함께 급속한 성능향상을 이루고 있으며 광활

성층의 소재에 대한 결정성 향상과 나노 구조형태로 복

합화 연구와 더불어 양극 측에 PEDOT:PSS 유기 중간층

도입 이외에도 나노 금속 입자를 첨가하여 표면 플라즈

몬 효과에 의한 효율 향상을 시도한 연구도 발표되고 있

다.17,18) 또한 새로운 무기계통(예: ZnO, Cs2CO3 등)의

버퍼층을 삽입하는 새로운 소자 구조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9,20) 

Chloronaphthalene 첨가제를 활성층 물질에 투입함으로

써 고분자 분자 체인의 응집(aggregation)과 short range

ordering 구조를 가지는 박막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

고하였다.21) 또한 유기 태양전지에 있어서 활성층의 열

처리에 의해 박막의 결정화와 배향성을 나타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22) 

소자 구조에서 음극 전극측에 e-beam과 졸-겔 방법으

로 WO3 산화물 박막을 도입하여 유기 태양전지의 특성

변화를 연구하였다.23) 브러시 페인트(brush-painted) 방법

에 의해 PET 기판 위에 Ag nano wire 전극을 도입하

여 휨성 유기 태양전지를 제작하여 약 2.06 %의 PCE 효

율을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4) ITO 전극이 아닌

Cr-Al-Cr/P3HT:PCBM/PEDOT:PSS/Ag-grid 구조의 휨성

유기 태양전지를 롤-투-롤 방법으로 제작하여 약 3 %의

PCE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25) ITO 전극을 플라즈마 표

면처리 후 1,1,1,333-hexamethyldisilazane(HDMS) 코팅하

여 투명전극 일함수를 낮추고 활성층과의 표면 접촉을 개

선하여 효율향상을 이룬 연구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26)

Table 2. Various factors affecting to the properties of organic solar cells. 

Items Typical factors affecting to the properties

Voc (open circuit voltage)

Band gap of organic semiconducting materials

Structure and materials of buffer and active layers

Microstructures of active layer(quantum dot, nano rod, nano wire, etc)

Jsc(short circuit current density)

Generation rate of excitons 

Carrier mobility

Carrier balance and transport effect

Crystal properties and surface morphologies of thin films

FF(fill factor)
Leakage current of device, interfacial properties of electrodes

Fatigue and stability of device

 PCE(power conversion efficiency)

- Improve of Voc, Jsc and FF values.

- Optical absorption intensity 

- micro structures of thin films, film thickness, solvent, post-treatment(post-anneal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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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스핀코팅, 잉크젯 프린팅, 롤-투-롤 등 용액 공정에 의

해 주로 제작되는 유기 태양전지는 단순한 저가 용액 공

정과 대형 면적에 휨성 소자로 제작이 가능하여 차세대

태양전지 소자로써 응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유기 광활

성층이 갖는 불안정성과 낮은 캐리어 농도 및 이동도,

유기 박막의 결정성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로서는

최고 효율이 약 10 %대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

화를 위해서는 효율 향상과 안정된 유기 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값싸고 저항률이 낮으면서 광투과

율이 우수한 투명전극에 대한 연구와 광흡수율과 작은

밴드갭을 갖는 새로운 활성층 물질의 탐구, 활성 반도

체층 박막의 결정성 개선과 박막구조의 최적화 등을 통

해 큰 진전이 이루어 질 경우 유기 태양전지의 양산과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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