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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동향

전용석 교수 (건국대학교 융합신소재공학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초창기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형태에서 고체상태의 태양전지로 연

구된 이후 매우 빠르게 효율 기록을 경신하며 새

로운 세대의 태양전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3]. 최근에는 20.1%의 효율을 보이며, 실리콘 태

양전지 효율을 능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

본 구조는 기존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것과 유사

하지만, 액체전해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박

막태양전지의 제조방법을 따라갈 수 있다. 따라

서, 염료감응 태양전지보다 더욱 저렴한 제조원

가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도 대표적인 장점이 되

겠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페로브스카

이트 태양전지 제조 방법은 TiO2층을 포함하는 

전도성 기판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주층을 1차 혹

은 2차 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그 위에 다양한 정공전달체 및 전극 재료로 전지

를 마감한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구조는 

그림 1에 염료감응 태양전지 구조와 비교되어 도

식되었다.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경우 표면적 증

대를 위한 TiO2 나노입자가 수 마이크론에서 최

고 20 마이크론까지 도포되는 것에 비해, 페로

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는 이 두께가 1마이크론 

이하로 떨어지거나 심지어 없어도 가능하다. 이

는 박막구조를 갖는 태양전지와 유사하다. 그림 1

에서는 이런 다양한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구조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TiO2층 형성은 염료감응 태양전지와 

마찬가지로 450도 열처리가 요구되며, 이런 제
그림 1.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및 염료감응 태양전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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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온도는 550도 이상일 경우 아나타제의 TiO2

가 루타일 구조로 변경되고, 너무 낮은 온도

의 경우 결정성 및 입자간 연결이 완전하지 않

아 효율 저하와 연결된다. 높은 공정 온도는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응용성을 매우 제한

하게 되어,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역

시 한 연구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TiO2

를 부도체 나노입자로 바꾸어도 비슷한 효율을 

보인다고 보고하는 연구 결과도 꽤 있지만, 대

부분의 연구 그룹은 TiO2의 전자 이동통로를 확

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효율 증대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고온 열처리를 

극복하며 전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기 위

해서는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던 염료감응 태양

전지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초창기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유연성화는 대체로 저온 TiO2를 개

발하는 방법과, 고압을 이용하여 입자간의 결합

을 증대시키는 방법, 그리고 고온 처리된 TiO2

층을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 전극에 이동시키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저온 합성된 

TiO2는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고압을 사용

하는 경우 역시, TiO2층이 플라스틱 기판 위에

서 눌려지면 그렇지 않은 면보다 아래로 내려가

게 되는데, 이런 방법에 의해 종종 전도층의 파

괴가 유도되곤 한다. TiO2가 코팅된 부분과 그

렇지 않은 면 사이에서 ITO 혹은 FTO 층의 절

단으로 인해, 전극의 전도성이 비연속적으로 분

리되는 것이다. 전극 이동법의 경우, 식각에 사

용되는 재료 역시 금을 비롯한 고가의 재료이

며, 조금만 대면적으로 커져도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유연성화 시도 

중 효율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는 금속기

판을 적용한 예가 있다. 금속기판의 경우, 고온

에서도 기판 자체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전극 

제조 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이다. 또한, Ti 금속 

기판의 경우 전극 산화법을 적용하면, 다양한 

나노구조 형태의 TiO2 제조 실현이 가능한데, 

이런 전극의 적용을 통한 유연성 및 고효율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었다. 단점으로는, 

빛 투과되는 방향이 일전극면이 아니라, 반대전

극면이기 때문에 20 ~ 30% 이상의 빛이 손실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온 열처리에 의한 

효율 증대효과가 더 높아서 염료감응 태양전지

의 상용화는 이런 금속기판을 적용한 형태로 먼

저 이루어졌다.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 

제품을 내놓은 G24는 현재 Gcell이라는 이름으

로 금속기판을 이용한 (유연성) 염료감응 태양

전지를 판매하고 있다.

유연성 태양전지의 응용성은 다양하다. 그림 

2처럼 다양한 곳에 유연성 페로브스카이트 태

양전지의 응용이 가능하다. IT기술의 발달에 따

라, 유비쿼터스 삶의 방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더 많은 에너지원을 직접 공

급받고자 한다. 이런 휴대용 제품에 응용되기 

위해서는 가볍고 말거나 접을 수 있는 유연성 

태양전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다양한 모양을 

갖는 단말기에도 유연성은 큰 장점이다. 이런 

유연성 태양전지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로 

그림 2.  Gcell에서 홍보하는 금속기판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장점 및 판매중인 응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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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한 주요 예를 살펴본다.

Bolink 그룹은 유연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를 PET 기판에 제조하였다. 50 마이크론 

두께의 PET 기판에 투명한 은전극을 완성하였

다 [4]. AZO (2 wt% Al 도핑된 ZnO)와 은이 

30 nm와 9 nm로 DC 마그네토론 스퍼터링 방

법으로 준비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연성 전

극은 VIS 영역에서 약 81% 정도의 투명성을 가

지며, 면저항은 약 7.5 ohm이다. 전자차단층으

로는 poly(3,4-ethylenedioxythiophene):pol

y(styrenesulfonic acid) (PEDOT:PSS)를 스핀

코팅으로 70 nm 입히고 90도에서 약 15분간 

열처리 한 후 poly[N,N0-bis(4-butylphenyl)-

N,N0-bis(phenyl)benzidine] (polyTPD)를 20 

nm로 추가한다. 이 후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20 nm 두께로 열증착하여 올린 후 30 nm의 

[6,6]-phenyl C61-butyric acid methylester 

(PCBM)를 코팅하고, 이 후 70 nm의 금 전극

을 올려서 완성된다. 이 구조는 그림 3(a)에 주

요 물질 구조와 함께 보여진다. 이런 유연성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은 전류밀도 , 전

압 1.04 V, fill factor 0.47을 보여 약 7%에 해

당한다. 같은 구조를 유리 전극에 제조했을 경

우에는 약 12%의 효율을 보였다. 유연성 태양

전지의 경우 굽힘테스트는 필수요소이다. 그림 

3(b-c)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유연성 페로브스

카이트 태양전지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약 

50회의 굽힘 테스트에서 효율은 약 0.1%의 감

소만 보이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의 정현석 교수 그룹 역시 착용 

가능한 소자의 전원 공급장치 응용을 위한 유연

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를 2014년 성

공하였다 [5]. 이 그룹은 페로브스카이트 층이 

굽힘동작이 연속될 때 피로도가 어떻게 변하는

지에 대한 이해를 높히고, 굽힘 테스트에서 반

지름을 1 mm까지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2% 이상의 매우 높은 효율을 구현하였

는데, 이 구조는 ITO층을 PEN 필름에 입힌 기

판에 제조되었다. 이들은 TiO2층이 500도 정도

에서 소성되었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낸다는 

것을 알고, 그와 상응하는 TiO2를 저온에서 구

현하는데 집중하였다. TiOx층을 80도 정도에서 

플라즈마 증진된 PEALD (plasma enhanced 

atomic layer deposition) 방법으로 준비하였

다. 인간의 몸에 장착되기 위해서는 손, 목, 손

가락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연성 테스트를 

그림 3.  (a) Bolink 그룹에서 제조한 유연성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기본 구조 및 
전자와 정공방지층에 사용된 재료 구조, 
(b) 유연성 태양전지 모습, (c) 굽힘 테스
트 결과.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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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이 그룹에서 연구된 유연성 태양전

지의 구조와 효율은 그림 4에서 보여지고 있다. 

실제 손목과 손가락, 목 등에 적용한 테스트는 

그림 5에 보여진다.

K r e b s  그 룹 은  유 연 성  I T O -

polyethyleneterphthalate (PET) 위에 슬롯다

이 코팅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

하여 4.9%를 구현하였다 [6]. 롤투롤 (R2R) 기

법에 적합한지 확인하

기 위해서 일단계 제조

법과 2단계 제조법을 

연구하였으며, 2단계 

제조법의 경우 역구조

로 제조하는 것으로 그

림 6에 보여지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구조에

서 1단계와 2단계 제조

법을 적용하고 어느 것

이 R2R 기법에 적당한

지 실험하였는데, 그 결

과는 테이블 1에 정리

되어 있다. Krebs 그룹

이 새로운 전극을 적용

한 것은 아니지만, 대면

적과 공정상 용이한 재

료 및 제조 방법을 제안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들은 공정 

중에서 가장 비싼 공정

인 진공 금속 증착 과정

에 집중하였다. 유기 태

양전지에서도 진공 증

착으로 이루어지는 금

속 후면 전극을 스크린 

프린팅으로 대체하려

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Krebs 14,28). Krebs 

그룹은 그림 7에 보여

지는 것처럼 작은 스케

일의 벤치탑 기기를 이

용하여 탄소, 은 등을 스키린 프린팅 기법으로 

제조하였다. 이 후 UV나 열을 이용하여 후처

리해 완성한다. 결과에 의하면, 은전극을 제조

한 후 열처리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

며 이 경우 약 5% 가까운 효율을 보였다. 그러

나 이 실험의 경우 큰 면적으로 시도하긴 하였

지만, 실제 효율을 측정하는 면적은 여전히 실

험실 스케일에 불과하였다. 

그림 4.  PEALD 기법으로 제조된 유연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조 및 샘플 (a-b)과 효율 (c).

그림 5.  유연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목, 손목, 손가락에 적
용한 예 및 굽힘 테스트에 따른 효율 변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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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Meng 그룹은 탄소 전극을 이용한 유

연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하였다. 

특히 이들은 열가소성 탄소 전극을 지지대 없

이 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7]. 이를 위해 탄소 

페이스트를 그라파이트 후레이크와 카본 블랙

을 적당히 섞은 후 PVAc를 약 무게비로 20% 

정도 되게 넣어 약 2시

간 동안 볼밀링하여 완

성하였다. 이런 탄소 페

이스트는 테플론 위에 

닥터블레이딩 방법으로 

코팅한 후 용매를 날려

버리면 지지대 없는 탄

소필름이 완성된다. 열

가소성 PVAc가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페로브

스카이트 층에 가압하

며 열처리 하면 전극으

로 완성된다. 85도 정도

에서 15초 동안 0.15 ~ 

0.40 MPa 정도가 적합

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극을 통해 유연성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림 8에 표시되었다. 

이 필름의 전도성은 매

우 좋아서, 0.25 MPa

에서 제조된 필름의 경

우 0.61 ~ 1.1 Ωcm로 

측정되었다. 이 실험실

에서 만들어진 기준 전

지는 탄소층 대신 금 전

극을 바로 적층한 경우

인데, 효율면에서 탄소

전극층이 있을 경우보

다 더 낮은 결과를 보였

다. 즉 정공전달체가 있

는 경우엔 금전극이 저 

우수하지만, 그렇지 않

을 경우엔 그런 능력도 같이 보이는 탄소전극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다. 물론 최고 효율이 13% 

내외로 정공전달체와 금속 전극을 사용하는 일

반 태양전지 구조에 비해 효율은 다소 떨어지

지만, 자연환경을 고려하고 더 짧은 공정과정을 

고려한다면 매우 우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Krebs 그룹에서 제조한 유연성 태양전지 구조 및 효율.

그림 7.  상단전극을 제조하기 위한 스크린프린팅 방법 및 열처리
를 방법을 통한 효율 변화 측정.

그림 8.  탄소전극 페이스트를 이용한 전극 및 유연성 태양전지 제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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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기판을 적용한 

유연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도 중요한 부

분으로 연구되기 시작

했다. 건국대 전용석 교

수 그룹은 가장 먼저 금

속 기판을 적용한 유연

성 페로브스카이트 태

양전지를 발표했다 [8-

10]. 금속기판을 적용할 

경우 다른 플라스틱 기

판의 단점을 극복하여 

고온 열처리가 가능하

지만, 기판 쪽에서 빛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상

단 전극을 투명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경우는 샌드위치 형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반대 전극으로 투명성 전극을 쉽게 적용

할 수 있었으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샌

드위치 형태도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상단 전극

을 별도로 제조해야 한다. 가장 쉽게는 잘 알려

져 있는 ITO를 증착하는 방법이지만, ITO는 유

연성이 좋지 못해서 굽힘 테스트에서 쉽게 효

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 그룹은 얇은 박막의 금속 

층을 적용하였다. 금속의 경우 매우 얇게 적층

될 경우 빛을 투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적용된 

태양전지의 구조는 그림 9에 표시되는데, 은의 

경우 20 nm까지 올릴 경우 500 nm 파장에서 

약 40%의 투과도를 보인다. 이 두께가 8 nm

까지 얇을 경우 65% 정도의 투과도까지 개선된

다. 이 후면 전극은 전도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갖추어야 하는데, 8 nm에서는 은 전극의 연속

성을 고려하면 약 12 nm 정도에서 최적화 가능

하다. 같은 그룹에서는 빛이 투과되는 전극으로 

ITO도 사용하여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ITO

를 사용할 경우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은을 아

주 얇은 박막으로 추가할 경우, 이런 부분이 개

선될 수 있음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Ti 금속선

을 전기화학적으로 산화시키면, 물결 모양의 표

면을 제조할 수 있다. 이렇게 개선된 표면을 이

용한 유연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들

면 섬유형태도 적용할 수도 있는 유연성 태양전

지 제조가 가능하다. Watson 그룹도 금속 기판

을 적용한 유연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하였다 [11]. Ti 기판에 TiO2층과 Al2O3층, 

페로브스카이트층, PEDOT:PSS 층 이후 전도

성 투명층을 입힌 후 Ni이 포함된 PET 층을 붙

혀서 완성한 후 약 10%의 효율을 보였다. 

현재 유연성 기판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보고

한 그룹은 한국화학연구원의 석상일 박사 (현재 

소속 : 울산과기원) 연구그룹이다 [12]. 이 그룹

은 Zn2SnO4 (ZSO)를 새로운 합성 방법을 통해 

기존 방법보다 낮은 온도에서 더 고른 나노입자

들을 만드는 것을 성공하였다. ZnCl2와 SnCl4
를 기본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100도 이하

에서 합성하였다. ZSO는 기판 위에 도포된 후 

적당한 열처리한 후 다음 공정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제조된 필름의 투명도는 매우 개선되어, 

ZSO가 없을 때 보다 전반적인 가시광선 영역 

모두에서 약 20% 이상의 투명성 개선을 보였

다 (그림 10). 이렇게 만들어진 전지의 효율 역

시 15.3%로 전류값은 21.6 mA/cm2로 보고되

었다.　

가장 최근 보고된 것으로는 Bauer 그룹이 발

그림 9.  금속기판의 상단전극으로 사용되는 금속층의 투명성 및 
페로브스카이트 층 형성 후 흡수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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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 초박막 유연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이다 [13]. 고출력 초경량 태양전지를 만들려

는 시도는 보잉사가 비행기와 우주선 등에 탑

재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태어난 

태양전지가 CIGS (Cupper, Indium, Galium, 

Selenium) 태양전지이다. 물론 유기태양전지를 

사용하면 초경량 태양전지가 가능하지만, 현재 

고출력까지는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에, Bauer 그룹은 23 W/g을 약 12% 효율을 내

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로 구현하고, 이로 

제조된 비행기에 탑재하여 운행하는 것을 시도

하였다. 현재 가장 높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

지의 경우 약 130 마이크론 정도의 주층 두께

가 필요하다. 이 두께를 줄이기 위해, 1.4 마이

크론의 매우 얇은 PET 필름과 PEDOT:PSS 층 

(면저항 약 105 ohm/cm2) 등, 매우 경량화에 

도전한다. 

그림 11은 이 그룹이 제조한 태양전지의 모양

과 8 × 8 태양전지 판넬의 모양이 도시되어 보

여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태양전지는 다양한 방

법으로 모양을 변형시켰을 때 효율을 유지하는 

정도가 매우 뛰어나다. 면적의 축소가 20% 내

외일 경우에는 효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특

성을 보였으며, 40%까지 변화시키면 효율 저

하는 약 20%까지 일어났다. 　

이처럼, 유연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앞으로도 고효율 경량을 장점으로 더 많은 곳에 

시도될 것이다. 앞으로도 기본 효율의 증대를 

포함한, 비납화, 안정성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지

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페로브

스카이트 주층의 분자적인 연결을 통한 장기안

그림 10.  ZSO가 적용된 기판의 투명도 개선 
결과.

그림 11.  Bauer 그룹에서 제조한 초박막 경량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및 비행제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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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증대효과도 보고되고 있다. 머지않아 상용

화가 이루어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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