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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용 
정공수송층 연구동향

‥

1. 서 론

19세기‥러시아의‥광물학자인‥L.A.‥Perovski

의 ‥ 이름을‥ 따서 ‥ 명명된‥ 페로브스카이트

(perovskite)는‥ABX3의‥분자식을‥갖는‥화합물

로‥특정한‥결정구조를‥가지는‥물질을‥통칭하며‥

대표적으로‥CaTiO3,‥BaTiO3를‥예로‥들‥수‥있다.‥

그림‥1(a)는‥페로브스카이트‥(ABX3)의‥일반적

인‥결정구조를‥보여준다.‥크기가‥큰‥양이온‥A는‥

정육면체‥단위격자‥꼭지점에‥위치하고‥중심에

는‥크기가‥작은‥양이온‥B가,‥그리고‥각‥면의‥중

앙에는‥음이온‥X가‥위치해‥있는‥구조이다.‥양이

온‥B는‥음이온‥X를‥꼭지점으로‥8면체‥안에‥위

치하며‥이‥BX6‥팔면체는‥꼭지점을‥공유하는‥구

조로‥이어져‥있다.‥그림‥1(b)를‥보면‥양이온‥A

는‥이어진‥8개의‥팔면체들에‥의해‥만들어지는‥

공간에‥위치하여‥페로브스카이트‥구조를‥이루

는‥것을‥알‥수‥있다.‥페로브스카이트는‥A,‥B‥그

리고‥X‥자리에‥어떠한‥원소가‥들어가냐에‥따라‥

CaTiO3,‥CaTiO3,‥BaTiO3,‥MgSiO3,‥SrFeO3,‥

LiNbO3,‥SrZrO3,‥BaZrS3,‥KMgF3‥등‥수백‥가지

의‥조성을‥가지며‥조성에‥따라‥절연특성에서‥반

도체,‥초전도체까지‥넓은‥범위의‥전도도를‥나타

낼‥뿐만‥아니라‥압전,‥열전‥등‥다양한‥특성을‥가

지고‥있다.‥

‥A‥자리에는‥앞에서‥예를‥든‥물질들과‥같이‥일

반적으로‥금속‥양이온이‥들어가지만‥금속‥양이

온을‥대신하여‥작은‥크기의‥유기‥양이온이‥들

어가‥페로브스카이트‥결정을‥이루기도‥한다.‥

대표적으로‥메틸암모늄‥(CH3NH3
+),‥에틸암모

늄‥(CH3CH2NH3
+),‥포름아미디늄‥(HC(NH2)2

+)‥

등이‥있다.‥이와‥같은‥유기‥양이온이‥A‥자리

를‥차지하는‥페로브스카이트를‥유기금속‥할라

이드‥페로브스카이트‥ (organometal‥ halide‥

perovskite)라고‥명명한다.

유기금속‥할라이드‥페로브스카이트의‥가

장‥대표적인‥물질은‥그림‥1(c)에‥표현되어‥있

는‥메틸암모늄‥요오드화‥납‥ (CH3NH3PbI3)

이다.‥ A‥ 자리에‥유기양이온인‥메틸암모늄‥

그림 1.  (a) 일반적인 페로브스카이트(ABX3)의 결정 구
조와 (b) 꼭지점으로 연결된 BX6 육면체의 네트
워크에 대한 ball과 stick 표현. (c) 최근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메
틸암모늄 요오드화 납 (CH3NH3PbI3) 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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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ammonium,‥CH3NH3
+),‥B‥자리에‥납‥

2가‥이온‥(Pb2+),‥X‥자리에는‥요오드‥(I-)‥음이

온이‥차지하고‥있는‥구조의‥물질로,‥2009년에‥

도쿄대‥Tsutomu‥Miyasaka‥교수‥연구진에‥의

해‥빛을‥흡수하는‥흡광체로‥태양전지에‥처음‥

적용되었고‥[1],‥3.8%의‥효율이‥처음‥보고되었

다.‥이후에‥유기금속‥할라이드‥페로브스카이트

를‥기반으로‥폭발적인‥연구가‥진행되어‥최근에

는‥20%를‥넘는‥고효율이‥보고되었다‥[2,3].

유기금속할라이드‥페로브스카이트는‥흡광

체로‥매우‥우수한‥광학적,‥전자기적‥특성을‥

가지고‥있어‥이를‥기반으로‥한‥페로브스카이

트‥태양전지는‥불과‥5년이라는‥짧은‥기간‥안

에‥눈부신‥발전을‥이룰‥수‥있었고‥저명한‥학

술지인‥‘Science’에서는‥2013년‥10대‥과학성

과의‥하나로‥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를‥꼽

았다.‥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는‥기존의‥실

리콘‥태양전지,‥GaAs‥박막태양전지에‥버금

가는‥광전변환효율을‥보일‥뿐만‥아니라‥제조

공정이‥간단하고‥비용이‥저렴하다.‥또한‥최대‥

흡수‥파장대가‥다른‥실리콘과‥페로브스카이

트‥물질을‥이용하여‥텐덤‥(tandem)구조의‥전

지를‥만들‥경우,‥30%의‥고효율도‥기대할‥수‥

있을‥정도로‥차세대‥태양전지로써‥많은‥장점

을‥가지고‥있다.‥

유기금속할라이드‥페로브스카이트를‥광

흡수층으로‥사용하는‥태양전지의‥구조는‥크

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그림‥2(a)에서‥보

이듯이‥mesoporous‥층이‥포함되어‥있는‥

mesoscopic‥구조와‥mesoporous‥층이‥없

이‥제작하는‥planar‥구조의‥소자가‥있다‥(그

림‥2(b)).‥Mesoscopic‥구조는‥이전의‥solid-

state‥염료감응‥태양전지에서‥일반적으로‥적

용되었던‥소자‥구조에서‥파생된‥형태이다.‥일

반적으로‥광흡수층으로‥사용되는‥유기금속할

라이드‥페로브스카이트는‥수백‥나노미터에서‥

수백‥마이크로미터에‥이르는‥매우‥긴‥자유전

하‥이동거리를‥보이기‥때문에‥mesoporous한‥

n-type‥반도체‥없이도‥충분한‥두께의‥광흡수

층을‥태양전지에‥적용할‥수‥있다.‥이러한‥특성

을‥바탕으로‥mesoporous‥층이‥없는‥소자가‥

소개되었는데‥이것이‥planar‥구조의‥소자이

다.‥소자의‥구조는‥전자와‥정공이‥추츨되는‥방

향에‥따라서‥나누기도‥한다.‥그림‥2(a,‥b)와‥같

이‥전자가‥투명전극으로‥추출되고‥정공이‥증

착된‥금속‥전극으로‥추출되는‥구조를‥normal‥

구조,‥반대로‥정공이‥투명전극으로‥추출되

고‥전자가‥금속‥전극으로‥추출되는‥구조를‥

inverted‥구조라고‥명명한다‥(그림‥2(c)).‥

고효율의‥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를‥위해‥

현재‥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다.‥페로브스카

이트에‥대해서는‥결정이‥크고‥핀홀이‥없는‥양

질의‥페로브스카이트‥필름을‥제작하기‥위한‥

필름‥모폴로지에‥대한‥연구,‥페로브스카이트

의‥ABX3를‥구성하는‥원소들을‥여러‥가지‥혼합

하여‥효율‥및‥안정성을‥향상시키는‥연구‥등이‥

있고‥소자의‥다른‥부분들에‥대해서는‥일반적

으로‥사용되는‥TiO2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

재료를‥개발하여‥효율과‥안정성을‥향상시키려

는‥연구‥등‥이‥있다.‥정공수송층은‥광흡수층으

로‥사용되는‥페로브스카이트‥층이나‥전자수송

층과는‥달리‥일반적으로‥유기‥재료를‥많이‥사

용한다.‥유기‥재료는‥이전부터‥유기태양전지

그림 2.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구조.  ( a ) 
Mesoscopic 구조와 (b) planar 구조. 전자
와 정공이 추출되는 방향이 반대가 되는 (c) 
inverted 구조.

(a) (b)

(c)

201608학회지-1.indd   4 2016-08-10   오전 10:37:56



전기전자재료 제29권 제8호 (2016년 8월)   5

테마기획  _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기반 전자 및 에너지 소자
S p e c i a l 
T h e m a

분야에서‥합성을‥통해‥전자적‥성질을‥미세‥조

정하는‥연구들이‥많이‥진행되어‥왔는데‥이를‥

기반으로‥고효율‥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를‥

위한‥새로운‥정공수송층에‥대한‥연구가‥활발

히‥이루어지고‥있다.‥새로운‥정공수송물질‥도

입으로‥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효율을‥높

이기‥위해‥어떠한‥노력들이‥진행되고‥있는지‥

폭넓게‥다루어‥보고자‥한다.‥

2. 본 론

정공수송물질은‥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

내에서‥정공‥(hole)의‥원활한‥수송을‥도와줄‥

뿐만‥아니라‥생성된‥전하가‥재결합되는‥현상

을‥억제하여‥소자의‥성능향상의‥큰‥도움을‥준

다.‥지금까지‥알려져‥있기로‥이상적으로‥정공‥

추출을‥위해서는‥정공수송물질의‥최고준위‥점

유‥분자궤도‥(highest‥occupied‥molecular‥

orbital,‥HOMO)‥에너지‥레벨이‥페로브스

카이트의‥가전자대‥(valence‥band)와‥잘‥부

합되어야‥하며,‥또한‥높은‥정공수송도‥(hole‥

mobility),‥가시광‥영역에서‥낮은‥흡광도‥그리

고‥높은‥열적·광화학적‥안정성을‥가져야‥한다‥

[4].‥현재‥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상용화

를‥위하여‥많은‥양의‥관심이‥집중되고‥있으며‥

그림 3.  다양한 정공수송물질을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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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따라‥다양한‥유무

기‥정공수송물질들이‥

개발되고‥있다.‥

유기물‥ 기반의‥ 정

공수송물질은‥무기물

에‥비하여‥비교적‥공

정이‥단순하고‥그‥특

성을‥ 화학구조의‥ 변

형을‥ 통하여‥ 조절하

기‥용이하기‥때문에‥널

리‥연구되고‥있다.‥지

금까지‥개발된‥여러‥가

지‥ 유기물‥ 정공수송

물질들‥중‥가장‥대표

적이고‥성공적인‥물질은‥2,2’,7,7’-tetrakis-

(N,N-di-4-methoxyphenylamino)-9,9’

-spirobifluorene(spiro-OMeTAD)라‥할‥

수‥있다.‥현재‥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에‥

spiro-OMeTAD를‥정공수송물질로‥사용했

을‥때‥20%‥이상의‥높은‥효율을‥보여주고‥있

다.‥하지만‥이러한‥spiro-OMeTAD는‥합성‥과

정이‥복잡하고‥정제과

정이‥어려워‥페로브스

카이트‥태양전지‥상용

화의‥걸림돌이‥되고‥있

다.‥따라서‥이를‥극복

하기‥위한‥다양한‥구조

의‥유기물들이‥제안되

고‥있다.‥신규‥유기‥정

공수송물질을‥개발하

기‥위하여‥널리‥응용

되는‥방법은‥여러‥개

의‥ triphenylamine‥

(TPA)‥혹은‥carbazole‥

유닛을‥결합하여‥3차원

의‥유기‥단분자를‥만드

는‥방법이다.‥

이러한‥단분자‥정공

수송물질의‥발달‥외에‥

그림 4.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각 전극에서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 
및 에너지레벨 [5].

그림 5.  대표적인 유기 정공수송물질인 spiro-
OMeTAD의 화학구조. 

그림 6.  Spiro-OMeTAD를 대체가능항 신규 유기물 정공수송물질 예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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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정공수송물질에서‥주목을‥받아온‥물

질은‥고분자이다.‥고분자‥정공수송물질은‥단

분자‥정공수송물질에‥비해‥필름형성이‥유리

하여‥얇은‥층의‥두께로‥균일한‥층을‥형성할‥수‥

있어‥공정상이나‥가격

적인‥면에서‥경쟁력을‥

보이고‥있다.‥또한‥안

정성‥측면에서도‥기존

의‥ spiro-OMeTAD‥

보다‥ 높은‥ 수분안정

성을‥보이고‥있어‥앞

으로‥ 그‥ 발전가능성

이‥기대되고‥있다.‥이

미‥많은‥종류의‥공액

고분자‥ 혹은‥ 전도성

고분자들이‥유기태양

전지,‥유기발광소자,‥

유기트랜지스터‥등의‥

유기전자분야에서‥개발되어왔기‥때문에‥이

들‥중‥적합한‥물질을‥찾는다면‥고성능과‥고

안정성을‥동시에‥갖는‥페로브스카이트‥태

양전지를‥구현할‥수‥있을‥것이다.‥대표적인‥

고분자‥정공수송물질‥물질로는‥poly(3,4-

ethylenedioxythiophene):‥polystyrene‥

s u l fon a t e ( PEDOT:PSS ) , ‥ po l y ( 3-

hexylthiophene-2,5-diyl ) (P3HT),‥

poly(tertiary‥arylamine)(PTAA)‥등이‥있다.

최근‥페로브스카이

트‥태양전지용‥유기

물‥정공수송물질에서

의‥가장‥중요한‥이슈

는‥안정성이다.‥유기

물‥정공수송물질은‥일

반적으로‥충분하지‥않

은‥ 정공수송도를‥지

니고‥있기‥때문에‥효

과적인‥ 소자의‥ 작동

을‥ 위해서는‥ 도펀트

(dopant)등의‥첨가

제를‥통하여‥유기물의‥정공수송도를‥향상시

켜야‥한다.‥현재‥널리‥사용되는‥첨가제로는‥

lithium‥bis-(trifluoromethanesulfonyl)‥

imide(LiTFSI),‥4-tert-butylpiridine(tBP),‥

그림 7.  고분자 정공수송물질을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예시 [7].

그림 8.  유기물 정공수송물질의 정공수송능력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첨가제들의 화학구조.

그림 9.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물 정공수송물질 예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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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FK209를‥들‥수‥있다.‥하지만‥이러한‥

첨가제들은‥친수성의‥특성으로‥소자에‥수분

을‥침투시킴,‥페로브스카이트‥광활성층의‥분

해에‥도움을‥줌,‥상온환경에서의‥낮은‥화학안

정성을‥보임‥등의‥다양한‥이유로‥인하여‥페로

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안정성을‥저해시키는‥

요인이‥되고‥있다.‥따라서‥이를‥극복하기‥위

하여‥첨가제를‥사용하지‥않는‥정공수송물질

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정공수

송물질의‥정공수송능력을‥높이기‥위한‥방법으

로‥물질의‥결정성‥향상‥혹은‥자가‥도핑(self-

doping)‥등의‥방법이‥있다.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용‥정공수송물질

에는‥유기물뿐만‥아니라‥무기물도‥연구가‥되

고‥있다.‥무기물‥정공수송물질은‥높은‥안정성

을‥갖는다는‥점에서‥주목을‥받았으나‥유기물‥

정공수송물질에‥비하여‥낮은‥효율을‥보여‥왔

다.‥하지만‥최근‥다양한‥무기물‥정공수송물질‥

제조방법과‥개질‥방법들이‥개발되면서‥무기

물‥정공수송물질도‥유기물‥정공수송물질과‥유

사한‥수준의‥효율을‥기록할‥수‥있다고‥보고되

고‥있다.‥CuI,‥CuSCN‥등의‥여러‥무기물들이‥

정공수송물질로‥제시되었지만‥그‥중‥가장‥연

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는‥무기물은‥NiOx이

다.‥초기‥NiOx‥정공수송물질의‥경우,‥그‥합성

방법과‥구조에‥따른‥성능변화가‥주로‥이루었

다.‥그러나‥이후‥NiOx가‥페로브스카이트‥레이

어로부터‥효과적으로‥전하를‥추출·수송할‥수‥

없음이‥밝혀지자‥NiOx‥정공수송물질을‥개선

그림 10.  자가 도핑(self-doping)를 이용한 유기물 정
공수송물질 예시 [9]. 

그림 11.  NiOx를 정공수송물질로 이용한 페로브스카
이트 태양전지 예시 [10].

그림 12.  도핑된 NiOx를 정공수송물질로 이용한 고성
능·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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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한‥연구가‥주를‥이루게‥되었다.‥NiOx‥

정공수송물질의‥성능을‥향상시키기‥위한‥방

법으로는‥이종의‥원소를‥이용한‥도핑과‥표면

을‥화학‥처리하여‥SAM‥ (self-assembling‥

monolayers)를‥도입‥등이‥있다.‥이러한‥처리

들은‥NiOx‥정공수송물질의‥정공수송능력을‥

향상시키고‥페로브스카이트와‥NiOx‥정공수송

물질의‥계면접촉이‥좋아지게‥하는‥결과를‥가

져온다고‥보고되고‥있다.‥

한편‥무기물‥정공수송물질에서‥꾸준히‥문제

점으로‥지적되고‥있는‥점은‥고온공정이다.‥이

러한‥고온공정은‥무기물‥정공수송물질이‥높

은‥결정성을‥얻는‥동시에‥합성에‥이용한‥전구

체‥(precursor)가‥갖는‥불순물들을‥제거하는‥

데에‥효과적이지만‥고온으로‥인하여‥소자를‥

제작하는데‥필요한‥공정,‥소자구조‥혹은‥기판

의‥선택에‥제약을‥갖게‥한다.‥따라서‥이를‥극

복하기‥위하여‥새로운‥방법의‥무기물‥정공수

송물질‥제작‥방법들이‥동원되고‥있다.‥대표적

으로는‥저온‥분해가‥가능한‥전구체를‥이용한‥

연소방법‥(combustion‥method),‥나노입자‥

(nano‥particle)로‥제작하여‥용액공정을‥통한‥

필름‥제작‥등이‥있다.‥이렇게‥도입된‥저온‥공

정은‥플라스틱‥등의‥유연기판에‥큰‥피해를‥주

지‥않기‥때문에‥페로브스카이트‥유연‥태양전

지‥(flexible‥solar‥cell)를‥구현하는‥연구에도‥

도입이‥되고‥있다.‥

‥

3. 결 론

고효율의‥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를‥위한‥

정공수송물질의‥연구‥동향에‥대해서‥알아보았

다.‥초반에는‥고효율을‥위한‥새로운‥정공수송

물질의‥개발에‥초점이‥맞춰졌다면‥최근에는‥고

효율‥뿐만아니라‥유연태양전지에도‥적용가능

한‥정공수송물질의‥개발‥또는‥안정성을‥향상시

킬‥수‥있는‥정공수송물질의‥개발‥등‥더‥많은‥조

건을‥충족할‥수‥있는‥정공수송물질이‥요구되고‥

있다.‥정공수송물질로‥사용되는‥유기‥고분자,‥

저분자들은‥무기재료에‥비해‥상대적으로‥유연

하여‥유연소자에‥적용이‥쉬운‥장점이‥있지만‥

한편으로는‥상대적으로‥낮은‥전하이동도의‥한

계를‥보였다.‥무기재료는‥물질의‥안정성은‥뛰

어나나‥공정이‥상대적으로‥유기물에‥비해‥복잡

하다는‥단점이‥있다.‥따라서‥앞으로‥고성능의‥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를‥위해서는‥이러한‥

유무기‥재료의‥장점을‥아우를‥수‥있는‥새로운‥

물질의‥개발이나‥새로운‥소자‥구조‥또는‥공정

의‥개발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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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NiOx나노 입자를 정공수송물질로 이용한 페
로브스카이트 유연 태양전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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