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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O2 전자전달층 두께에 따른 우레아 첨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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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perties of 6 mM urea added perovskite solar cells (PSCs) according to ZrO2 electron

transport layer (ETL) thicknesses of 204, 221, 254, and 281 nm were examined. A solar simulator was used

to characterize the photovoltaic properties of the cell. Optical microscopy an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were used for the microstructure analysis, and a 3D profiler was used to analyze surface

roughness. UV-VIS-NIR was used to analyze transmittance. From the photovoltaic analysis result, an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ECE) of 14.93% was exhibited by the cell with a 221 nm-ZrO2 layer and added urea.

From the analysis result of microstructure and surface roughness, 384 nm grain size was obtained through

appropriate surface roughness of base layer for perovskite growth and the grain size coarsening by the urea

under the 221 nm-ZrO2 condition. For this reason, ECE increased as the resistance of the grain boundary

decreased. When the thickness of the ETL was increased above 250 nm-ZrO2, the ECE decreased due to the

reduction in light transmittance, and light reaching the perovskite layer. Therefore, the ECE of PCS could

be enhanced by selecting a ZrO2 layer with the appropriate thickness and the addition of u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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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Perovskite solar cells; PSC)는

2009년에 3.8% 에너지변환효율(energy conversion

efficiency; ECE)로 처음 보고되었으며, 지속적인 연구로

2019년에 25.2% ECE가 보고되면서 우수한 대체에너지 수

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1]. 이러한 PSC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Si solar cell)보다 우수한 가격경쟁력과 비교적

간단한 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으므로 상용화를 위한 연구

가 활발하다[2]. 특히, 고효율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립 증가와 전자전달층(electron

transport layer; ETL) 연구가 활발하다 [3-7]. 

이러한 전자전달층 연구는 기존의 TiO2 나노 파티클을

채용한 소자보다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전자전달

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H. Kim 등[8]은 구형태의 TiO2 대신 길이가 다른 나노

로드 형태의 TiO2를 이용하여 59% 증가된 ECE를 확인하

였으며, 이는 전자전달층 구조적 변화가 전자이동의 저항

으로 작용하는 TiO2 계면의 감소로 션트저항 특성이 향상

되어 광전기적 특성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Liu 등[9]은 SnO2 층을 전자전달층으로 채용하여 16.17%

우수한 광전기적 특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는 SnO2가

기존의 TiO2보다 우수한 전자이동도 특성으로 인하여 에

너지변환효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M. Che 등[10]은 TiO2-ZrO2가 혼합된 전자전달층을 채

용하고, 복합공정으로 PSC를 제작하여, TiO2 만 채용한

소자보다 약 15% 증가된 11.41% ECE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TiO2와 ZrO2를 완전 혼합한 전자전달층

을 채용하였기에 효율 증가의 원인이 ZrO2 첨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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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인지, TiO2 감소에 의한 효과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D. Bi 등 [11]은 ZrO2 층을

전자전달층으로 채용하여 개방전압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ZrO2의 컨덕션 밴드가 TiO2와 페로브스카

이트의 컨덕션 밴드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이었다.

H. Lee 등 [12]은 TiO2/ZrO2 이중층을 이용하여 PSC 소

자의 ECE 증가를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ZrO2를 채용하

고자 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ZrO2만을 채용하여 두

께에 따른 효율을 확인하는 보고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PSC의 ECE를 증가시키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 결정립

을 성장시키는 연구가 활발하다. Han 등 [13]은 PbI2 용액

에 우레아를 첨가하여 페로브스카이트 결정립을 2.4 μm까

지 증가시켰으며, 결정립 size의 증가로 인하여 우레아를

첨가하기 전보다 ECE가 약 41.2% 향상시킨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PC61BM을 전자전달층으로 채용하

였기 때문에 세라믹인 ZrO2를 하부층의 두께에 따른 보고

가 필요하다.

따라서, PSC 소자에 기존 TiO2 대신 새로운 재료로

ZrO2 층을 채용하고, ZrO2 상부에 형성되는 페로브스카이

트에 우레아 효과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

를 통해 ZrO2와 우레아 페로브스카이트의 광전기적 특성

을 통해 채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오직 ZrO2 층만 이용한 전자전달층을 채

용하고, ZrO2 층 두께에 따른 PSC의 광전기적 특성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 1(a)에는 glass/FTO/

blocking layer(B.L)-TiO2/ZrO2/6 mM urea perovskite/

Hole transport layer(HTL)/Au electrode 구조의 소자

모식도를 나타내었으며, 최종 소자의 실제 이미지를 (b)

에 나타내었다. 

소자의 blocking layer(B.L)는 세척된 FTO 기판 위에

compact TiO2(SC-BT060, Sharechem) 용액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ZrO2 층은 ZrO2 paste를 에탄올에 혼합한

용액으로 스핀코팅하고, 150 oC-30min. 열처리 후 500 oC-

30min. 조건으로 소결하여 제작하였다 [12].

Table 1에는 RPM에 따라 제작된 ZrO2 층 두께를 나타

내었다. 스핀코팅 RPM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

하는 ZrO2 두께를 확인하여 제작하였다.

페로브스카이트 용액은 MAI(CH3NH3I, 99.00%, Dyesol),

PbI2(99.99%, Alfa Aesar), DMSO(Dimethyl sulfoxide,

sigma aldrich), 6 mM urea(H2NCONH2, 98.00%,

DAEJUNG)를 DMF(dimethyl formamide, Alfa Aesar)

에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12,14]. 준비된 용액을 스핀코팅

후 열판으로 70 oC-1min, 100 oC-10min 열처리하여 페로

브스카이트 박막을 형성하였다 [12,14]. 

정공전달층(HTL)은 spiro-MeOTAD, 4-tert-buthyl

pyridine, Li-TFSI solution을 클로로벤젠에 혼합한 용액으

로 스핀코팅하여 제작하였다 [12,14]. Au 전극은 진공 증

착기로 80 nm-Au를 증착시켜 총 16개 소자를 제작하였고,

제작한 소자의 구조는 glass/FTO/BL-TiO2/Meso-ZrO2/

perovskite/HTL/Au electrode 였다 [15].

제작한 PSC의 광전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solar

simulator와 potentiostat을 이용하여 I-V(current-voltage)를

측정하였다 [12,14]. 이때 광원은 1 sun 조건으로 분석하

였다 [12,14]. I-V 분석을 통해 단락전류밀도(short circuit

current density; Jsc), 개방전압(open circuit voltage; Voc),

필팩터(fill factor; FF), 에너지변환효율(ECE)의 평균값을

확인하였다 [15]. 

ZrO2 층 삽입에 따른 PSC의 표면과 단면 미세구조 분

석은 FE-SEM(S-4300, Hitachi)을 이용하였다. 미세구조의

이미지 분석은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iSolution DT x64

(IMS digita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ZrO2 층의 표면 거칠기를 분석하기 위해 3D profiler

(µSurf, nanofocus)를 이용하여 800 µm길이에 대한 평균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ZrO2 층의 투과도 확인을 위해 Glass/FTO/BL-TiO2/

Meso-ZrO2에 대해서 UV-VIS-NIR(UV-3101PC, Shimadzu)

를 이용하였으며, 300~800 nm 가시광선 파장대의 범위로

분석하였다 [12].

Table 1. ZrO2 layer thickness change with various RPM.

RPM

Sample
3000 4000 5000 6000

ZrO2 Thickness[nm] 281 254 221 204
Fig. 1. (a) Illustration of the vertical structure of PSC, and (b) an
optical-image of P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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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그림 2에는 meso-ZrO2 층 두께에 따른 PSC 소자의 I-

V 그래프와 ECE 변화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그림 2(a)에는 각 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소자의 I-V 결

과를 나타내었다. 각 측정 그래프를 통해 주어진 조건에서

의 Jsc, Voc, FF, ECE까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221 nm

ZrO2 층을 채용한 소자의 Jsc와 Voc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ZrO2 층의 두께에 따른 표면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Jsc가 상승하여 ECE이 향상된 것을 판단하

였다. 

그림 2(b)에는 평균 ECE 변화를 나타내었다. ECE의 경

우, ZrO2 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21 nm ZrO2 층과 우레아를 채

용한 PSC 소자에서 가장 우수한 ECE 값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표 2에는 그림 2(b)에 나타낸 평균 광전기적 특성 결과

를 자세히 나타내었다. Jsc의 경우, ZrO2 층 두께가 204,

221, 254, 281 nm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16.63, 17.42,

18.77, 17.20 mA/cm2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Voc의

경우, 각각 1.04, 1.06, 1.06, 1.06 V가 확인되었으며, 이

는 기존 TiO2를 채용한 소자의 평균 Voc인 1.00 V 보다

약 4~6% 향상된 결과였다. 이러한 Voc의 증가는 D. Bi

등 [11]이 ZrO2의 컨덕션 밴드가 TiO2와 페로브스카이트의

컨덕션 밴드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ZrO2 층으로

전자 이동이 불가능하며, 이때 전자는 페로브스카이트를 통

해 이동하게 되므로 Voc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하

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FF의 경우, ZrO2 층의 두께에 상

관없이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ECE의 경우, Jsc

의 영향으로 각각 12.76, 14.93, 14.47, 13.08 %의 값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에는 ZrO2 층 두께에 따른 PSC 소자의 미세구조

를 나타내었다. 좌측에는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립 크기를

나타내었으며, 우측에는 제작한 소자의 단면 이미지를 나

타내었다. 

그림 3(a)는 204 nm ZrO2 위에 형성된 페로브스카이트

의 미세구조 분석 이미지이며, 좌측에서 페로브스카이트 결

정립 크기가 약 329 nm로 확인되었다. 우측 단면 이미지

에서는 FTO/ZrO2/perovskite/HTL/Au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페로브스카이트가 meso-ZrO2 층에 균일하게 흡

착되고 성장하여, 약 470 nm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b)는 221 nm ZrO2 위에 형성된 페로브스카이트

의 미세구조 이미지이며, 결정립은 약 384 nm로 확인되어

(a) 보다 약 16%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우측 단면으

로 확인한 페로브스카이트 층 두께도 485 nm로 3% 증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결정립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

상으로 판단하였다. 

Fig. 2. (a) Current density-voltage graph(I-V curve) of the best sample, and (b) ECE change with ZrO2 Layer thickness.

Table 2. Photovoltaic properties of 6mM urea PSCs with ZrO2 layer
thickness.

ZrO2 thickness

(nm)

Jsc

(mA/cm2)

Voc

(V)
FF

ECE

(%)

204 16.63 1.04 0.74 12.76

221 17.42 1.06 0.76 14.93

254 18.77 1.06 0.73 14.47

281 17.20 1.06 0.7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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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c)는 254 nm ZrO2 위에 형성된 페로브스카이트

미세구조 이미지이며, 결정립은 약 355 nm로 형성되었으

며, 이는 (a)에 비해 약 8% 증가된 결과였다. 우측 단면

에서 페로브스카이트 층 두께는 482 nm로 (b)와 유사한

두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d)는 281 nm ZrO2 위에 형성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립은 약 332 nm로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a)과 유

사한 결정립 크기를 확인하였다. 우측의 단면 이미지를 통

해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두께가 455 nm인 것을 확인하였

으며, 이는 (b)에 비해 약 7% 감소한 결과였다. 

특히 동일 ZrO2 전자전달층을 채용하고 우레아를 넣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모두 50% 증가한 결정립 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ZrO2 층 두께에 따라 상부 페로브스카이트

의 두께는 상대적으로 일정하지만 결정립 크기의 변화는

앞서 확인한 광전기적 특성의 Jsc의 경향과 동일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ZrO2 두께가 221 nm에서 가장 결

정립이 조대한 현상은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두께가 일정함

을 고려할 때 페로브스카이트 하지층의 표면조도에 따른

영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221 nm ZrO2 층을 채용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자

가 우수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립과 두께 성장을 보였고,

이는 앞서 확인한 광전기적 특성과도 일치하였다. 

그림 4에는 ZrO2 층 두께에 따른 표면거칠기(RMS)와

결정립 크기 변화를 같이 나타내었다. 204, 221, 254,

281 nm ZrO2 두께의 표면거칠기는 그래프 좌측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132, 141, 137, 128로 증가하다가 감소하

였다. 우측에 나타낸 이때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329,

384, 355, 332 nm로 표면거칠기 변화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앞서보인 광전기적 특성의 변화와도 일치하

였다. 이러한 ZrO2 층 두께에 따라 표면거칠기가 변화하는

현상은 스핀코팅 조건에 따라 ZrO2 층의 두께와 상부 표면

거칠기가 정해지기 때문이고, 이는 H. Lee 등 [12]이

TiO2/ZrO2 복합층의 두께변화에 따른 표면조도의 변화 보

고와도 일치하였다.

표면거칠기에 따라 페로브스카이트 결정립 크기가 변화

하는 이유는 액상의 페로브스카이트가 응고되면서 핵생성

과 성장을 거쳐 최종 결정립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표면거칠기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핵생성 사이

트가 저밀도로 형성되어, 이로부터 성장하는 페로브스카이

트 결정립은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

는 우레아 첨가로 인한 결정성장 속도 영향도 있지만, 우

레아는 모두 동일한 양으로 첨가되었기 때문에 표면거칠기

Fig. 3. FE-SEM images of perovskite solar cells according to ZrO2 layer thickness; (a) 204 nm ZrO2, (b) 221 nm ZrO2, (c) 254 nm ZrO2, (d)
281 nm ZrO2.



김광배 · 송오성 71

에 의한 핵생성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결정립이 큰

페로브스카이트는 전자이동의 재결합 사이트인 결정립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결국 상대적으로 우수한 ECE를 보

이게 된다. 

따라서, 221 nm ZrO2 두께 조건에서 가장 큰 표면거칠

기를 가진 하지층에 의해 큰 페로브스카이트 결정립이 형

성되고, 이 조건의 결정립계가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한

ECE를 보였다.

그림 5은 ZrO2 층 두께에 따른 300~800 nm 영역에서

의 투과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우 하단에는 400~

500 nm 범위의 투과도를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투과도 분

석 결과, ZrO2 층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투과도는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얇은 204 nm, 221 nm ZrO2

층은 투과도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54 nm

ZrO2 층부터는 전반적인 투과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투과도의 감소는 ZrO2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두꺼

워진 ZrO2 층이 빛의 투과를 방해하여 나타난 형상으로 판

단하였으며, 이러한 하부층의 투과도 감소에 따른 입사되

는 빛의 총량 감소는 H. Lee 등[14]이 보고한 결과와 일

치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ZrO2 층의 두께가 증가하면 투

과되는 빛의 총량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페로브스카이트

소자의 광전기적 특성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4. 결 론

 PSC 소자에 TiO2 대신 ZrO2 층을 채용하고, ZrO2 층

두께에 따른 RMS와 우레아가 첨가된 페로브스카이트 채

용에 따른 광전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광전기적 특성 결

과, 221 nm ZrO2 층이 채용된 소자에 6 mM 우레아 페로

브스카이트를 채용한 소자에서 가장 우수한 14.93%의

ECE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미세구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립이 증가되면서, Jsc가 증가하

여 나타난 현상이었다. ZrO2 층은 204, 221, 254,

281 nm 로 코팅됨에 따라 각각 132, 141, 137, 128의

RMS 값을 나타내었으며, ZrO2 층이 250 nm 이상 두꺼워

질 경우, 투과도가 감소하여 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따라서, TiO2 대신 ZrO2 층을 채용 가능성을 확

인하였고, 이때 PSC 소자의 I-V 그래프, 결정립 크기 및

투과도를 고려한 적절한 두께 채용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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