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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이선주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한국화학연구원

요 약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광흡수층으로 사용하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성

질 덕분에 단기간에 전례 없는 효율 향상을 이루어 유망한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와 함께 

중심 금속으로 사용되는 독성의 납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비납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이용한 태양전지 연구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개 요

미래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및 온실 가스 감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

다. 그 중에서도 무한하고 청정한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태양전지는 주목을 받아왔

지만, 발전 단가가 높아 주된 발전원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저가, 고효율의 태양전지

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차세대 태양전지로 불리는 염료감응 태양전지, 유기 태양전지, 양

자점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는 태양전지이다.

페로브스카이트는 AMX3의 조성을 갖는 그림 1(a)의 결정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A 사이트는 

methylammonium, formamidinium, Cs+과 같은 유기 양이온, M 사이트는 Pb2+, X 사이트는 할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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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Br-, I-) 으로 이루어 진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현

재 태양전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성이다. 2009년 

일본의 Miyasaka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태양전지에 적용

된 페로브스카이트는 단기간 동안 빠른 기술적 성장을 이

루어, 현재는 22.1%의 공인된 효율이 미국 신재생에너지

(NREL) 차트에 등재되었다(그림 1(b)).[1] 이는 실리콘 

태양전지와 박막형 태양전지의 효율과도 맞먹는 수치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페로브스카이트 할로겐화물은 

태양전지의 광흡수체로서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이런 많은 장점들과 더불어 고품질 박막 형성 기술의 

개발을 통해 단기간에 빠른 효율 증가가 가능할 수 있었다.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저온에서 용액 공정으로 박막 제

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태양전지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대면적 모듈화와 내구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조기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

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흡수층으로 주로 사용되는 페로

브스카이트 할로겐화물이 포함하고 있는 납의 유해성에 

관한 우려도 있다. 납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매우 유해한 원소로, 상용화되어 사용될 경우 그

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납을 

대체하기 위한 비납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에 관한 연구가 

출처: (b) Energies 9, 861 (2016)

그림 1. (a)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 (b) Pb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 추이

표 1. 태양전지 광흡수체로서 페로브스카이트 할로겐화물의 특징

항목 세부사항

강점

저가

∙ 용액 공정으로 고품질 결정 생성 가능

∙ 저온에서 박막화 공정 가능

∙ Earth abundant 원소로 구성된 높은 소재 가격 경쟁력

고효율

∙ 제어 가능한 밴드갭(2.3eV ~ 1.1eV)

∙ 높은 광흡수 계수(3×104cm-1)

∙ 낮은 exciton 결합 에너지(50meV)

∙ 높은 유전율(~30)

∙ 긴 전하 확산 거리(단결정에서 ~175µm)

∙ Deep trap site 생성 억제됨(높은 개방전압 값)

∙ Ambipolar 전하 이동 특성(소자 구조 설계에 높은 자유도)

해결돼야할 사항

내구성

∙ 수분에 의한 분해가 쉬움

∙ 광, 열에 의한 물질 변화 거동 규명 필요.

∙ ion migration 쉬운 특징

대면적화
∙ 고속 용액 코팅 공정 장비 적용 고품질 박막화 필요

∙ 대면적 균일 막 제조 공정 개발 필요

친환경물질 ∙ Pb를 대체할 수 있는 신 조성 개발 필요

출처: 전기전자재료 제29권 제8호(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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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비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중에서도 특히 중심 금속으로 Sn, Bi, Ge를 사용하는 페로

브스카이트 물질의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나아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Sn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Pb와 같은 14족에 속하는 원소인 Sn은 이온 반지름이 

Pb와 유사하기 때문에 Pb를 대체하였을 때 페로브스카이

트 구조를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hockley- 

Queisser limit에서 정의하는 단일 접합 태양전지의 이상

적인 밴드갭(1.34eV)에 가까운 좁은 밴드갭을 갖는다. 또

한 Pb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에 비해 carrier 

mobility가 10~100배 가량 높고(102-103cm2/V ․ s), 상온

에서 안정한 단일상을 갖는다. 이러한 우수한 전기적, 광

학적 특성 때문에, Pb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후보군 중에

서도 Sn이 가장 유망한 물질로 꼽힌다.

그러나, Pb2+ 최외각 6s 오비탈에 있는 두 개의 전자가 

비활성 전자쌍 효과(inert pair effect) 에 의해 안정한 반

면, Sn2+ 최외각 5s 오비탈에 있는 두 개의 전자는 매우 불

안정하여 쉽게 산화된다. 그 결과 Sn2+ 기반의 페로브스카

이트 물질은 공기 중에서 쉽게 Sn4+로 산화되면서 p-type 

self-doping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물질의 

hole carrier density가 매우 높아져 태양전지 제작 시 성

능이 매우 저하된다. 따라서 글러브 박스와 같이 수분과 

산소가 제어된 환경에서 소자를 제작하여야 하며 소자 제

작 이후에도 적절한 봉지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글러브 

박스에서 소자를 제작한다고 할지라도 Sn2+의 산화를 완

벽하게 제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n 기반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연구 동향을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박막 제조 공정, 소자 구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현재 연구되고 있는 Sn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A 사이트 양이온이 CH3NH3(methylammonium, MA), CH 

(NH2)2(formamidinium, FA), Cs 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MASnI3의 경우 가장 낮은 1.2eV의 밴드갭을 갖고, CsSnI3

는 1.3eV, FASnI3는 1.4eV의 밴드갭을 갖는다.[2] 그림 2는 

최근 3년간 Sn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 증

가 추이이다.

2014년 영국 Oxford 대학의 Henry J. Snaith 교수 연구

팀은 FTO/bl-TiO2/mp-TiO2/ perovskite/spiro-OMeTAD/ 

Au 구조(그림 3)의 태양전지에서 광흡수층으로 MASnI3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6.4%의 효율을 보고하였다.[3] 뒤이어 

미국 Northwestern 대학의 Mercouri G. Kanatzidis 교수

그림 2. 최근 3년간 Sn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 증가 추이

출처: Nature Photon. 8, 489 (2014)

그림 3. 태양전지 소자 구조(상) 및 Br 함량에 따른 J-V 곡선과 에너

지 밴드 다이어그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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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MASnI3-xBrx 페로브스카이트에서 Br의 함량에 따라 

1.3eV에서 2.15eV까지 밴드갭을 조절하였고, CH3NH3SnIBr2 

조성에서 최고효율 5.73%를 달성하였다(그림 3).[4] 그러

나, Sn2+의 불안정성으로부터 기인하는 MASnI3의 낮은 안

정성 때문에 소자 효율의 재현성이 매우 낮았으며, 2014년 

이후로 6.4% 효율을 뛰어넘는 MASnI3 페로브스카이트 태

양전지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2015년 싱가포르 난양 공대의 N. Mathews 교수팀에 

의해 처음으로 태양전지에 적용된 FASnI3 페로브스카이트

는 열안정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그림 4)[5] FA 양이온이 

MA 양이온에 비해 Sn2+의 산화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때

문에 같은 조건에서 소자를 제작했을 때 재현성이 더 뛰어

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러한 장점 덕분에 FASnI3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은 2015년 2.10%를 시작으

로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으며, 2016년 미국 Toledo 대

학의 Y. Yan 교수팀이 6.22%의 p-i-n 구조 FASnI3 페로

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논문에 보고하였다.[7]

한편, 초창기 CsSnI3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2012

년 미국 Brooklyn 대학의 K. Shum 교수 연구팀에 의해 구

현된 ITO/CsSnI3/Au/Ti 구조를 갖는 Schottky 태양전지

였다.[8] SnCl2와 CsI를 교대로 증착하고 열처리 과정을 거

쳐 1.3eV 밴드갭의 CsSnI3 박막을 형성하였고, 당시 효율

은 0.9%였다. 2014년 N. Mathews 교수팀은 CsSnI3 박막 

형성 시 SnF2를 함께 첨가하면, Sn4+의 형성이 어느 정도 

제어되고 defect 농도가 감소하여 소자 효율이 향상한다

는 것을 처음으로 발표하였고,[9] 그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Sn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에 SnF2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화학 상태도 계산을 통한 열역학적 분석을 

통해 CsSnI3와 SnF2 두 가지 상이 공존할 때 Sn vacancy 

형성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 

2016년 중국의 X. W. Sun 교수 연구팀은 CsSnI3를 다양

한 소자 구조에 적용하여 3.31%의 효율을 얻었고,[10] 최근 

M. G. Kanatzidis 교수팀은 Sn vacancy의 억제제(sup-

pressor)이자 보상제(compensator)로 과량의 SnI2를 사

용함으로써 p-type conductivity를 감소시켜 4.81%의 효

율을 보고하였다.[11] CsSnI3의 경우, I를 Br로 치환함에 따

라 1.27eV에서 1.75eV까지 밴드갭 조절이 가능하다.[12] 

-박막의 제조 공정

초기에 보고된 Sn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은 N-dimethyl-

formamide(DMF)를 단일용매로 사용한 1-step 스핀 코팅 

출처: (a) J. Mater. Chem. A3, 14996 (2015)

그림 4. (a) FASnI3의 온도에 따른 X-ray diffraction 패턴, (b) 150도에서 MASnI3와 FASnI3 박막의 색 변화

출처: Adv. Mater. 26, 7122-7127 (2014)

그림 5. Sn 화학전위(μSn)에 따른 Sn vacancy 형성 에너지 [ΔE(VSn)]



10  Bulletin of the Korea Photovoltaic Society Vol. 3 No. 1

방법으로 형성되었다. 이 경우 넓은 범위에 걸쳐 균일한 

박막을 얻는 것이 어려웠다(그림 6). Sn2+은 Lewis acidity

가 Pb2+보다 더 커서 MAI와 SnI2가 훨씬 빠르게 반응하여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품질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정화 속도를 늦추어 페로브스카이트 

형성 속도를 제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미국 North-

western 대학의 M. G. Kanatzidis 교수는 DMF 대신 

coordination affinity가 좋고 끓는점이 비교적 높으며 포

화 증기압이 낮은 dimethylsulfoxide(DMSO)와 N-methyl- 

2-pyrrolidone(NMP)를 각각 용매로 사용한 1-step 스핀 

코팅 공정을 통해 핀홀이 없는 박막을 형성하였다.[13] 이는 

SnI2 용매화합물의 중간상을 안정화시켜 균일한 핵형성과 

동시에 박막의 성장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 이후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에서는 DMF와 

DMSO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는 solvent-engineering 방

법과 스핀 코팅 공정 중에 비용매를 적하하는 방법을 동시

에 사용하여 박막의 품질을 개선시켰고, SnF2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박막 표면의 aggregates를 제거하기 위해 

SnF2-pyrazine complex를 도입하여 박막의 품질을 극대

화 시키고 Sn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과 재

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그림 6).[14]

2016년 M. G. Kanatzidis 교수 연구팀은 2-step으로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인 low-temperature vapor-assisted 

solution process(LT-VASP) 방법을 개발하여 논문에 보

고하였다.[15] 이 방법은 기판에 SnI2 용액을 스핀 코팅하여 

형성된 SnI2 박막을 150도에서 가열한 MAI 증기와 반응시

켜 MASnI3 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초기 SnI2 기판의 온도

에 따라 VASP 방법과 LT-VASP 방법으로 구분한다(그림 

7). 이렇게 만들어진 박막은 일반적인 1-step 방법으로 만

들어진 박막에 비해 hole carrier concentration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팀은 VASP 방법으로 만들어진 박

막은 페로브스카이트 상 뿐만 아니라 SnO와 Sn(OH)2와 

같은 이차 상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량의 Sn2+가 

출처: J. Am. Chem. Soc. 138, 3974 (2016)

그림 6. solvent-engineering 방법과 anti-solvent dripping 방법을 적용한 스핀 코팅 공정 모식도(상) 및 다양한 공정 조건에서 FASnI3 박막의 

SEM 사진(하)

출처: J. Phys. Chem. Lett. 7, 776 (2016)

그림 7. 2-step 박막 제조 방법인 vapor-assisted solution process 

(VASP) 와 low-temperature VASP(LT-VASP) 에 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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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환경에서 Sn2+의 산화가 더 잘 제어되어 낮은 

hole-doping level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

혔다.[16]

그 밖에도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형성 시 hydrazine 

(N2H4) 을 사용하여 주변에 환원 분위기를 조성하면(그림 

8), Sn4+/Sn2+의 비율이 20% 이상 감소하고 그 결과 carrier 

재결합이 Pb 페로브스카이트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다는 

논문이 보고되었다.[17] 또한, 크기가 큰 유기양이온을 A 사

이트에 일부 도입하여 Sn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차원을 

제어함으로써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을 향상시킨 연구 

결과도 알려져 있다.[18]

-소자 구조

2016년 이전에 발표되었던 고효율의 Sn 기반 페로브스

카이트 태양전지는 대부분 그림 9(a)와 같은 mesoporous 

TiO2를 포함하는 n-i-p 구조였다. 하지만 2016년 말, 미국

의 Y. Yan 교수팀이 그림 9(b)와 같은 p-i-n 구조를 갖는 

6.22%의 태양전지를 보고한 이후, p-i-n 구조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 G. Kanatzidis 교수팀

은 450도의 고온 열처리가 필요 없는 PEDOT:PSS를 정공

수송층으로 사용하는 p-i-n 구조를 기반으로 FASnI3 물질

을 이용하여 유연 기판에 태양전지를 제작하였고, 3.12%

의 효율을 보고하였다.[19] p-i-n 구조의 태양전지에서는 

n-i-p 구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공수송층의 첨가제 

관련 이슈가 없어 동일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이용했

을 때 고효율에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소자 구조에 

따른 심도 있는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효율의 Sn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을 위

해서 Sn2+을 안정화시키는 기술을 통한 개방전압의 향상

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이상적인 소자 구

조의 설계와 Sn 기반 페로브스카이트의 에너지 구조에 맞

는 층간 소재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출처: J. Am. Chem. Soc. 139, 836-842 (2017)

그림 8. Hydrazine 분위기를 이용한 Sn4+형성 제어와 그에 따른 소자 효율 향상

출처: Energies 9, 861 (2016)

그림 9. (a) mesoscopic n-i-p 소자 구조, (b) planar p-i-n 소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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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봉지화 기술을 통해 Sn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소자

의 장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4]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접근을 통해 Pb 기반 페로브스

카이트 태양전지에 버금가는 연구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Ge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Ge2+는 Sn2+과 Pb2+에 비해 이온 반지름이 작고, Sn2+

와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서 Ge4+로의 산화가 잘 일어난다. 

CsGeI3, MAGeI3, FAGeI3는 모두 150도에서 열역학적으

로 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비극성 용매에 대한 용

해도가 낮아 현재까지 태양전지 소자로 응용된 사례가 거

의 없다. 싱가포르 N. Mathews 교수팀은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 Ge이 Pb을 대체하기에 적합한 원소라는 것을 밝혔

고, CsGeI3, MAGeI3, FAGeI3의 용해도를 개선하기 위해 

하이포아인산(H3PO2) 을 사용, mesoporous TiO2를 포함

하는 n-i-p 구조의 태양전지를 제작하여 각각 0.2%와 

0.11%의 효율을 보고하였다.[20] FAGeI3는 박막의 모폴로

지가 좋지 않아 광전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 M. G. 

Kanatzidis 연구팀은 A 사이트에 다양한 유기 암모늄을 

도입한 Ge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합성하였다. 

(1) CsGeI3, (2) MAGeI3, (3) FAGeI3, (4) acetamidinium, 

CH3C(NH2)2GeI3, (5) guanidinium, C(NH2)3GeI3, (6) tri-

methylammonium, (CH3)3NHGeI3, (7) isopropylammonium, 

(CH3)2C(H)NH3GeI3) 유기 양이온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밴

드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 1.6eV, (2) 1.9eV, 

(3) 2.2eV, (4) 2.5eV, (5) 2.7eV, (6) 2.5eV, (7) 2.8eV, 

(1)-(4)는 3D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5)-(7)는 1D 사슬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21]

Ge2+는 Sn2+와 Pb2+와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임에도 불

구하고, 낮은 용해도로 인해 박막을 만드는 공정에 어려움

이 있어 아직까지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향후 새

로운 첨가제를 도입하는 등 용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과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화를 제어하여 박막의 모폴로지

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i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Bi3+은 Pb2+와 같은 전자 구조 6s26p0를 갖으며 독성이 

낮은 원소이다. 또한 Pb2+와 이온 크기가 비슷하여 페로브

스카이트 결정 구조 안에 쉽게 치환될 수 있으며, Sn2+와 

Ge2+에 비해 공기 중에서 매우 안정하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Bi는 다양한 분야에서 Pb의 대체 물질로 수십 년간 

사용되어져 왔다. 최근에는 박막과 양자점에서 p-type의 

PbS를 n-type으로 변환하기 위한 dopant로 Bi3+가 이용

되기도 하였고, MAPbBr3와 MAPbI3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에 Bi3+를 도입함으로써 밴드갭을 조절하고 전기 전도성을 

104배가량 향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Bi3+는 비납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위해 적합한 후보 물질로 생각된다.

-층상(2D)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2015년 스웨덴 Uppsala 대학의 Erik M. J. Johansson 

교수 연구팀은 처음으로 MA3Bi2I9, Cs3Bi2I9, MA3Bi2I9Clx 

페로브스카이트를 제작하여 광전 소자로 응용하였다.[22] 

MA3Bi2I9, Cs3Bi2I9, MA3Bi2I9Clx의 밴드갭은 각각 2.1eV, 

2.2eV, 2.4eV 이고, 흡광계수는 450 nm에서 105 cm-1정

도이다. 밴드갭과 PL 스펙트럼으로부터 계산된 엑시톤 결

합 에너지는 70-300 meV 정도로, Pb 기반의 페로브스카

이트 물질(25-50 meV)에 비해 높다. Bi 기반의 페로브스

카이트는 그 조성에 따라 매우 상이한 박막 모폴로지를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i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중 Cs3Bi2I9를 광활성층으로 사용한 경우 가장 높은 효율

(1.09%)이 보고되었다. 제작된 Bi 기반 소자는 공기 중에

서 매우 안정하게 성능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성능이 증가

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히스테리시스 문제가 있다. 미국 

MIT의 Tonio Buonassisi 교수팀은 vapor-assisted solution 

process(VASP) 기술을 이용하여 순수한 상의 MA3Bi2I9를 

얻었고, Bi2I9
3-와 MA+가 교대로 이루어진 층상 구조라는 

것을 밝혔다(그림 10(a),(b)).[23] 또한 그림 10(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 습도 61% 상온에 노출 시켰을 때, MAPbI3

는 5일 만에 노란색으로 변한 반면 MA3Bi2I9는 13일이 지

나도 색이 유지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V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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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만들어진 박막이 일반적인 용액 공정으로 얻어

진 박막에 비해 PL lifetime이 더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A 사이트 양이온이 K, Rb, Cs인 all inorganic bismuth 

iodide에 대한 계산적, 실험적인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24] 

A3Bi2I9 물질의 밴드갭을 낮추기 위해 A 사이트에 더 작은 

크기의 양이온이 도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D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3D 물질은 밴드갭, 엑시톤 결합 에너지, 캐리어 이동도

의 측면에서 2D 물질에 비해 태양전지로의 적용에 더 유리

하다. 2016년 캐나다 Toronto 대학의 Edward H. Sargent 

교수팀에서는 n-butylamine에 녹아있는 Ag와 Bi 선구물

질을 스핀 코팅하고 질소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cubic 구

조를 갖는 AgBi2I7 물질을 합성하였다(그림 11(a)).[25] 이 

새로운 조성의 물질은 알칼리 금속 이온 대신 은 이온을 

도입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었다. 열처리 온도를 90도에서 

150도까지 조절하여 200-800 nm grain 사이즈를 갖는 

핀홀 없는 막을 제작할 수 있었고, 1.22%의 최고효율을 

얻었다. AgBi2I7은 1.87eV의 밴드갭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합성되는 1가 양이온을 포함하는 Bi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낮은 차원의 물질로 넓은 밴드갭

을 갖는다. 3D 구조를 유지하는 Bi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B 사이트의 Pb2+를 1가 양이온과 

3가 양이온(Bi3+)으로 대체하여 더블 페로브스카이트 구

조(AⅠ
2B

ⅠBⅢX6)를 형성하는 접근법이 시도되었다. 미국 

Standford 대학의 Hemalala I. Karunadasa 교수 연구팀

은 Bi3+를 3D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 도입한 Cs2AgBiBr6 

더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처음으로 보고하였다(그림 

11(b)).[26] 이 더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밴드갭은 1.95eV 

이고, 730 ns 의 recombination lifetime을 갖는다는 것이 

보고되었는데, MAPbI3의 recombination lifetime이 730 

ns 에서 1 μs 라는 것을 고려할 때 꽤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Cs2AgBiBr6가 높은 defect tolerance를 갖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분과 빛에 노출되었을 때 

MAPbI3와 MAPbBr3에 비해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국 Oxford 대학의 Henry J. Snaith 교수팀은 A2BB’X6 

더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B=Cu, Ag, Cu, B’=Sb, Bi)에 

대한 계산 스크리닝 결과를 보고하였다.[27]

Bi3+는 Sn2+에 비해 공기 중에서 훨씬 안정하여 다루기 

쉽다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고된 태양전지 

성능이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박막의 제조, 순수한 상의 합

성, 박막 모폴로지와 계면 제어의 어려움, 넓은 밴드갭 등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Pb 기반의 페로

브스카이트와는 다른 층상 구조로부터 오는 낮은 캐리어 

출처: Chem. Eur. J. 22, 2605 (2016)

그림 10. (a) vapor-assisted solution process(VASP)를 이용한 MA3Bi2I9(MBI) 박막 제작 과정, (b) MA3Bi2I9의 결정 구조, (c) 공기 중에 노출된 

MA3Bi2I9과 MAPbI3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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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도(~1cm2 ․V-1s-1) 때문에 전자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단락전류 밀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핑을 통한 캐리어 농도와 이

동도의 조절이나 Bi를 포함한 3D 구조의 더블 페로브스카

이트 물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더블 페로브스카이트의 경우 연구가 아직 계산 단계나 단

결정 합성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태양전지 

소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결정상과 박막을 형성

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지금까지 비납 페로브스카이트 물질로 많이 연구되어진 

Sn, Bi, Ge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관한 연구 동

향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소개한 원소 이외에도 Sb나 전이금속인 Cu를 중심 금속

으로 하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에 대한 연구도 계속적으

로 진행되고 있으나, Pb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성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기술 개발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 물질의 근본적

인 물리적, 광학적, 전기적 성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물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이론적 계산을 통해 가능성 있는 새로운 소재를 도

출하고, 현존하는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마이크

로/나노 구조를 제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에 따른 층간 소재의 개발도 

필수적이다. 개발된 비납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태양전

지뿐만 아니라 laser, detector, transistor, LED 등 다양

한 분야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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