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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Au 열증착 조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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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the properties of the hole transport layer (HTL) and the perovskite layer in a

perovskite solar sell (PSC) were observed under various Au thermal evaporation conditions. We employed

a conventional thermal evaporator with a distance of 30 cm between the source and substrate in a

vacuum of 6 × 10-6 torr. We prepared 70 nm-thick Au layers on PSCs by varying the evaporation

condition: 60 W-90 min, 70 W-60 min, 80 W-25 min, 90 W-10 min, and 100 W-7 min. Subsequently, the

photovoltaic properties of the PSC were measured for each deposition condition. Also, the microstructure

of the HTL/perovskite was observed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d electron probe x-

ray micro-analyzer (EPMA) after the Au layer was selectively removed. The most outstanding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ECE) was measured for the 80 W-25 min condition. The ECE was extremely low

at relatively low power-long time (60 W-90 min, 70 W-60 min) conditions, due to contamination of the

HTL and the perovskite layers during the Au evaporation. The contamination was confirmed from the

SEM and EPMA investigations. Moreover, even with high powered-short time (90 W-10 min, 100 W-7

min) conditions, the HTL underlayer of the electrode was damaged due to the high deposit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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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perovskite solar cell ; PSC)는

2009년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 ;

DSSC)의 염료 대신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사용한 보고

이래로 2017년 22.1%의 높은 에너지변환효율(energy

conversion efficiency ; ECE)을 보이며 차세대 태양전지

로 주목받고 있다 [1,2]. 

이러한 PSC는 통상 glass/FTO/meso-TiO2/500 nm-

perovskite/100 nm-hole transport layer(HTL)/100 nm-Au

electrode 적층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3]. 특히 나노 두께

고분자로 구성된 HTL 위에 직접 전극이 증착되기 때문에

전극과 고분자 계면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전극을 형성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고분자층 위에 금속 전극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플라즈

마(plasma)를 이용한 스퍼터나 전자빔(e-beam) 증착기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4].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활발한

에너지를 지닌 원자 및 이온이 유기층 표면에 상당한 손상

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은 결국 소자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5].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값비싼 귀금속 전극이 아닌 카본을

포함한 새로운 전극 도입의 연구와 무기화합물 HTL의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F. Zhang 등[6]은 카본 전극을 이

용하여 8.31%의 ECE를 보고한 바 있으며, Y. Yang 등

[7]은 다공성 카본 전극을 이용하여 perovskite/carbon

electrode 제작하여 최종 소자 10.2%의 ECE를 보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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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Y. Shao 등[8]은 진공 공정 자체를 거치지 않

고 전극을 형성할 수 있는 전도성 바인더가 혼합된 구리

테이프를 980 pa의 압력으로 PSC를 제작하였을 때,

12.7%의 ECE를 보고한 바 있으며, P. Qin 등[9]은 유기

정공전달물질 대신 CuSCN의 무기 정공전달 물질을 채용

하여 12.4%의 ECE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새롭게 시도되는 여러 가지 전극과 HTL은 기존

의 Au 전극보다 우수한 효율이 보고된 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구되는 PSC는 밴드갭 적합성과 작동 안정성

을 고려하여 귀금속 전극 중 Au 전극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때 Au 전극 형성은 비교적 저에너지로 전극

형성이 가능한 열증착기를 이용하고 있다.

Au 전극을 저에너지로 PSC 소자에 손상 없이 증착하기

위해서는 소스-기판 사이 거리가 60 cm 이상의 맞춤형 증

착기가 필요하고, Au 입자 확산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 × 10-8 torr 이하의 초고진공 장비에 맞는 펌프 시스템

채용이 필요하다. 또한 소스-기판 사이 거리가 증가함에 따

라 증착속도가 저하되어 증착시간이 30 min 이상 소요된다.

즉 초고진공을 만들기 위한 장비 비용과 공정시간의 증가

가 수반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활성화되는 PSC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미 보급된

소스-기판 거리가 30 cm 정도의 보편적인 열증착기와 10-6

torr 정도의 로터리 펌프-디퓨전 펌프로 구성된 저가형 펌

프 장비를 채용하여도 소스의 파워를 조절하여 하부 HTL/

perovskite layer 손상이 없는 Au 전극 증착공정이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SC 소자 Au 전극의 증착에너

지에 따른 HTL 열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보편적인 증착

기의 증착조건에 따른 실제 증착속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

고, 이를 통해 70 nm Au 전극을 채용한 실제 PSC를 제

작하였을 때, 하부층에 손상이 없는 공정 조건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그림 1에는 본 연구에서 채용한 PSC 소자의 수직단면

(a)과 최종 제작이미지(b)를 나타내었다. (a)는 가로, 세로

2.5 cm, 두께 2.3 mm 유리기판에 형성된 glass/500 nm

FTO/200 nm TiO2/500 nm perovskite/160 nm spiro-

OMeTAD/70 nm Au 구조를 나타내었다. HTL인 spiro까

지의 적층은 N. Ahn 등[10]이 보고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

으로 제작하였으며,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70 nm Au 전

극을 열증착기로 4개의 전극을 형성할 수 있는 80 µm 두

께의 스테인리스 마스크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광전기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자를 준비하였다. 

그림 2에는 Au 전극 증착에 이용되는 증착기의 내부 모

식도를 나타내었다. 열증착기는 소스와 기판 사이의 거리

가 30 cm로 되어있으며, 펌프에서 진공은 로터리 펌프와

디퓨전 펌프를 이용하여 6.0 × 10-6 torr의 진공 상태를 형

성시켰다. 또한 소스의 증발을 위해 전기에너지가 공급되

는 파워서플라이의 컨트롤은 120 W까지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소자를 부착할 수 있는 기판은 약 15 cm의 직

경을 가진 원판형이며, 스테인리스 마스크를 이용하여 동

시에 9개를 부착하여 제작하였다. 이때 각 증착에는 0.39

g의 무게를 가진 직경 3.0 mm ×높이 3.0 mm 원통형 Au

그래뉼 소스를 채용하였고, 각 파워에서 증착 공정을 시작

하기 전에 1분간 셔터(shutter)를 닫은 상태로 안정화를 거

친 후 실제 증착을 진행하였다. 

Fig. 1. (a) Illustration of the cross sectional structure of a perovskite
solar cell, and (b) an optical-image of a perovskite solar cell.

Fig. 2. Illustration of the cross sectional structure of a thermal
evap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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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조건에 따른 실제 증착률을 확인하기 위해 평탄한

Si-wafer 위에 각각 60 W, 70 W, 80 W, 90 W, 100 W의

파워로 10 min 동안 Au 전극을 형성하고, AFM(atomic

force microscopy, PSIA, XE-100)을 이용하여 증착된 Au

의 두께를 분석하였다. 이때 Au 전극의 두께는 접촉방식

(contact mode)으로 5 µm를 수평하게 스캔하여 증착된 부

분과 증착되지 않은 부분의 단차를 확인하였으며, 각 파워

에서의 증착 속도(nm/min)를 판단하였다. 

최종 제작된 PSC 소자의 광전기적 특성 확인을 위해

solar simulator(PEC-L11, Peccell)와 potentiostat

(Iviumstat, Ivium)를 이용하여 I-V(current-voltage)를 측정

하였으며, 단락전류밀도(short circuit current density, Jsc),

개방전압(open circuit voltage, Voc), 필팩터(fill factor,

FF), ECE를 함께 확인하였다. 

증착이 완료된 소자의 전극층 하부 perovskite/HTL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이프를 이용하여 Au 전극만 선택

적으로 박리 후 하부 표면을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S-4300)으로 15

K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Au 전극 증착조건에 따른 전극부 근처의 주요 원

소의 확산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EPMA(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JEOL, JXA-8530F)를 이용하여 소자의

수직단면을 15 K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은

mapping mode, line scanning mode, 192 pixel, dwell

time 30 sec 조건으로 Au, Pb 원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토의

그림 3은 증착에너지에 따른 증착속도와 증착시간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왼쪽에는 증착에너지에 따른 증착속도를 나타

내었다. 증착속도는 파워 증가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가 아

니라 60 W, 70 W에서는 각각 1.25, 1.57 nm/min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80 W에서는 2.91 nm/min으로 증착속

도가 증가하였다. 이후 90 W, 100 W의 경우, 각각 7.06,

9.52 nm/min으로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증착속도는 이미 D. K. Jeong 등[11]이 OLED 분야에

서 보고한 Au 전극 증착 공정 시 6 nm/min의 증착속도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슷한 증착속도의 공정 조건임

을 확인하였다. 

그래프의 오른쪽에는 증착에너지에 따른 70 nm 두께의

Au 전극을 성막하는데 필요한 증착시간을 나타내었다.

60 W의 낮은 에너지로 증착할 경우, 90 min의 시간이 필

요하였으며, 100 W의 높은 에너지로 증착할 경우, 7 min

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상적으로 효율적

인 증착공정을 할 때 30 min 이내의 공정시간이 확보되는

것을 고려하면 70 W 이하의 저에너지 공정조건은 바람직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4은 60 W-90 min, 70 W-60 min, 80 W-25

min, 90 W-10 min, 100 W-7 min의 증착조건에 따라

70 nm 두께의 Au 증착층을 가진 PSC의 광전기적 특성의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a)에는 증착조건에 따른 소자의 단락전류밀도를 나타내

었다. 각각 0, 3.33, 12.84, 10.12, 5.40 mA/cm2의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80 W-25 min으로 제작한 소자에

서 최대 13.04 mA/cm2의 우수한 단락전류밀도를 확인하

였다.

(b)는 증착조건에 따른 개방전압을 나타내었다. 각각 0,

0.13, 0.97, 0.84, 0.38 V의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80

W로 제작한 소자에서 최대 1.01 V의 우수한 개방전압을

확인하였다.

(c)는 증착조건에 따른 필팩터를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으

로 0.5 이하의 낮은 값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낮은 필팩터

는 기존의 보고된 연구는 모두 페로브스카이트 결정립이

600 nm 이상인데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약 400 nm로 제

조되어 재결합 사이트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

으로 판단하였다.

(d)는 증착조건에 따른 ECE를 나타내었다. 80 W에서

평균 6.25%의 ECE를 확인하였으며, 60 W-90 min, 70

W-60 min 조건에서 각각 0, 0.11%, 90 W-10 min, 100

W-7 min에서 각각 3.26, 0.18%의 평균 ECE를 나타내었

다. (a), (b), (c) 모두에서 ECE와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Fig. 3. Deposition rate and time with Evaporati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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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며, 80 W-25 min 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결국 80 W-25 min 보다

더 low power-long time 조건이거나 high power-short

time 조건에서는 광전기적 특성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는 Au 전극을 제거한 Au 전극층 하부를 나타낸

SEM 이미지이다. 

(a)는 전극을 증착하기 전 페로브스카이트 표면과

perovskite/spiro-OMeTAD의 표면을 15 K로 확대 분석한

이미지이다. 왼쪽은 TiO2 위에 형성된 페로브스카이트의

이미지이다. 약 400 nm 그레인 크기의 평탄한 페로브스

카이트 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른쪽은 왼쪽의 페로브

스카이트 층 위에 spiro-HTL을 코팅한 표면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Spiro-HTL이 코팅된 표면은 왼쪽의 이미지

와 다르게 하부 페로브스카이트의 그레인을 확인할 수 없

었으며, 이는 상부에 코팅된 균일한 spiro-HTL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b)는 60 W-90 min의 증착조건으로 제작된 PSC의 전

극부 하부층의 이미지이다. 제작된 소자의 Au 전극을 박

리한 후 그 표면을 15 K로 확대 분석한 이미지이다. 균일

했던 (a)와 달리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이 확연히 드러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이 손상된 표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손상된 표면의

페로브스카이트 그레인 크기는 약 400 nm로 확인되었으

며, spiro-HTL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장시간의 Au 전

극 형성으로 축적된 열에너지로 인해 하부층이 손상되어

결국 앞서 보인 0%의 ECE가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였다.

(c)는 70 W-60 min의 증착조건으로 (b)와 동일하게 시

편을 준비하였다. (b)의 표면보다 손상된 페로브스카이트

부분이 감소되었으나, (a)에서 확인된 spiro-HTL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증착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60 W-90

min 보다 증착 시간이 약 30 min 단축되고 소자에 축적

된 열에너지가 감소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하였다. 이

러한 spiro-HTL의 손상으로 인해 ECE가 (b)와 비슷한

0.11%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Fig. 4. Photovoltaic characteristics of (a) J
sc

, (b) V
oc

, (c) FF, and (d) ECE with evaporati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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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80 W-25 min의 증착조건으로 제작한 시편이며,

소자의 표면 확인 결과 (a)와 가장 유사한 표면이 확인되

어 80 W-25 min 조건으로 전극 형성할 경우, spiro-HTL

의 손상 없이 Au 전극이 코팅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30 min 미만의 단축된 증착시간으로 인해 소자에 열에너

지가 축적되는 시간이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80 W-25 min의 조건에서 제작된 소자의 우수한

광전기적 특성은 하부층에 손상 없이 Au 전극이 증착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였다. 

(e)는 90 W-10 min의 증착조건으로 Au를 코팅한 소자

의 Au 전극 하부의 표면 이미지이다. (b), (c)와 같은 결

정이 손상된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d)보다는 하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u 증착과정에서 높은 증착속도로 인한 열

적 손상으로 인해 spiro-HTL이 국부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하부층 손상으로 인하여 (d)의 소자보

다 광전기적 특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f)는 100 W-7 min의 증착조건으로 Au 전극을 코팅한

소자를 (e)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제작한 시편의 표면 이미

지이다.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e)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핀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Au의 높은 증착

속도로 인해 발생한 열적 손상으로 인하여 spiro-HTL이

국부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어 하부층이 들어나 나타난 것

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손상으로 인하여 0%에 가까운 광

전기적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낮은 증착에너지로 Au 전극을 형성할 경우, 70

nm Au 전극 형성 시간이 60 min 이상 지속되면서 Au

전극이 가진 열에너지가 축적되어 소자의 하부층에 손상을

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였다. 또한 높은 에너지로 Au

전극을 형성할 경우, 10 min 이내로 증착시간이 단축되지

만 높은 에너지를 가진 Au 분자로 인해 증착과정에서 고

분자층이 손상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적절한 증착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 80 W-25 min에서 제작한 소자의

경우 전극을 형성하지 않은 표면과 비슷한 표면을 나타

내어 우수한 광전기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하부층에 손

상 없이 Au 전극을 형성할 수 있는 공정 조건으로 판단

하였다. 

그림 6은 60 W-90 min, 80 W-25 min, 100 W-7

min 증착조건으로 제작한 소자의 EPMA line scanning

결과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의 상단에 Au/HTL/

perovskite layer의 간단한 모식도를 나타내었으며, 증착 조

건별 그래프는 Pb 원소를 기준으로 Au 층의 위치변화를

나타내었다. 

우수한 광전기적 특성을 보인 80 W의 Au 분포 보다

60 W, 100 W로 제작한 소자의 Au 원소 분포가 Pb 원

소 분포 영역에 근접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low power-long time, high power-short time 소자

Fig. 5. FE-SEM images of HTL with an Au deposition condition of
(a) 0 W, (b) 60 W-90 min, (c) 70 W-60 min, (d) 80 W-25 min, (e) 90
W-10 min, and (f) 100 W-7 min.

Fig. 6. EPMA data with condition according to the deposition
energy of Pb,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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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증착과정에서 축적된 열에너지에 의해 전극 하부

의 HTL이 손상되어 상부 Au 전극의 Au 원소와 페로브

스카이트의 Pb 원소가 상호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러한 금속 원소의 확산은 이미 P. Qin 등[9]이 65 oC에서

CuSCN 무기층과 페로브스카이트 층 사이의 Cu 원소와

Pb 원소의 상호 확산을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60 W, 80 W, 100 W의 증착에너지로 제작한

소자의 EPMA line scanning 결과와 앞선 광전기적 특성,

SEM 미세구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80 W 조건을 기준

으로 low power-long time, high power-short time 조건

에서는 Au 증착 공정 중 발생한 열에너지로 인하여 Au/

HTL 계면의 유기-HTL이 손상되고 상부의 Au가 페로브스

카이트 층의 Pb와 상호 확산하여 소자의 광전기적 특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편적

인 열증착기를 이용하여도 Au 전극을 채용한 PSC를 제작

할 경우, 적절한 증착조건으로 진행한다면 하부 유기층의

손상 없이 증착공정의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기판과 거리가 30 cm인 보편적인 열증착기를 이용하여

다공성(mesoporous) 구조 PSC의 제작공정에서 Au 전극층

형성은 80 W-25 min 조건에서 하부층의 손상 없이 가능

하였다.

이러한 최적 조건을 기준으로 low power-long time 증

착조건에서는 확대분석을 통하여 전극층 하부의 손상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high power-short time 증착조건에서도

하부층의 국부적인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하부

층 손상으로 인해 결국 PSC의 광전기적 특성이 저하될 수

있었다.

EPMA를 이용하여 PSC 수직단면의 Au, Pb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80 W-25 min 조건을 기준으로 low power-

long time와 high power-short time 증착조건에서는 HTL

과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하부층 손상으로 Au와 Pb의 상호

확산이 증가하여 결국 광전특성이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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