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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공정 기술

‥

1. 서 론

‥ 지난해‥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에서‥195개국이‥법적‥구속력이‥있는‥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온실가스‥배출‥감축에‥

동의하여‥이제‥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에‥대응

한‥저탄소경제‥체제로의‥전환이‥현실화‥되었다.‥

화석연료를‥사용하지‥않고‥미래‥에너지‥수요에‥

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으며‥지속적‥경제‥성장

을‥위해‥재생에너지원의‥활용이‥그‥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특히‥청정하고‥무한한‥태양

에너지를‥전기에너지로‥전환할‥수‥있는‥태양전

지가‥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현재‥태양전지는‥결정질‥실리콘을‥이용한‥태

양전지가‥시장의‥90%‥정도를‥차지하고‥있으나‥

기후변화‥대응을‥위해‥대규모로‥설치되어야할‥

태양전지는‥효율,‥가격,‥수명‥측면에서‥현재‥태

양전지‥기술에‥비해‥현저한‥기술적‥진보가‥필요

하다.‥미국‥에너지성은‥미래‥태양전지‥기술을‥

위해‥광전변환‥효율‥20%를‥갖는‥모듈,‥0.4‥$/

W의‥모듈‥가격,‥열화율‥0.2%로‥30년‥사용‥가

능한‥태양전지를‥2020년까지‥만들겠다는‥목표

를‥제시하였다.‥하지만‥최근‥보고에‥의하면‥가

격적‥측면에서‥훨씬‥높은‥경쟁력을‥보유한‥태양

전지의‥개발이‥요구되어야만‥기후변화‥대응한‥

태양전지‥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보고‥

있다‥[1].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혁신적‥태

양전지‥기술의‥진보가‥필요하며‥최근‥크게‥주목

을‥받고‥있는‥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는‥이러

한‥혁신적‥태양전지‥기술에‥가장‥부합하는‥기술

로‥볼‥수‥있다.‥본‥원고에서는‥이러한‥무/유기‥

하이브리드‥페로브스카이트‥소재의‥특징에‥대

해‥살펴보고‥페로브스카이트‥물질‥특징을‥고려

하여‥고효율을‥달성하기‥위한‥공정들과‥상용화

를‥위한‥대면적‥연속‥공정들,‥그리고‥현재‥대면

적‥모듈‥개발‥현황에‥대해‥다루고자‥한다.‥

2.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와 박막화 공정

무-유기‥하이브리드‥페로브스카이트‥할로겐

화물은‥200도‥이하의‥저온에서‥용액공정을‥통

해‥단결정과‥유사한‥물성을‥갖을‥수‥있는‥소재

로서‥최근‥태양전지의‥광활성‥층‥소재로‥큰‥주

목을‥받고‥있다.‥페로브스카이트는‥CaTiO3

와‥같은‥광물의‥결정‥구조에서‥유래된‥명칭으

로‥그림‥1에서와‥같이‥AMX3의‥분자식을‥갖고‥

MX6‥팔면체의‥코너가‥서로‥공유되어‥네크워크

를‥이루는‥결정구조를‥나타낸다.‥무-유기‥하이

브리드‥페로브스카이트는‥A‥사이트에‥유기분

자‥양이온,‥M‥사이트에‥금속‥양이온‥X‥사이트

에‥할로겐‥음이온으로‥구성된‥물질로서‥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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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예로‥CH3NH3PbI3‥ (methylammonium‥

lead‥ iodide,‥ MAPbI3),‥ HC(NH2)2PbI3‥

(formamidinium‥lead‥iodide,‥FAPbI3)를‥들‥

수‥있다.‥이러한‥소재는‥기존의‥태양전지의‥광

활성층으로‥사용되었던‥무기물인‥결정질‥실리

콘이나‥CIGS,‥CdTe,‥그리고‥유기물인‥염료나,‥

유기‥반도체와는‥전혀‥다른‥결정화‥거동‥및‥물

성‥값을‥보이는‥특징이‥있다.

결정화‥거동‥측면에서‥무/유기‥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활로겐화물은‥이온‥결정‥특성

을‥일부‥갖고‥있어‥200도‥이하의‥저온에서‥용

액‥공정으로‥쉽게‥결정화‥되는‥특징을‥갖는다.‥

보다‥놀라운‥점은‥이러한‥조건에서‥생성된‥결

정은‥기존의‥고가의‥설비를‥이용하여‥얻어진‥

실리콘‥단결정과‥유사한‥Trap‥밀도를‥갖는‥것

으로‥밝혀졌다는‥것이다‥[2].‥이는‥저가의‥설

비를‥통하여‥쉽게‥고품질의‥광활성층용‥결정

을‥제조할‥수‥있는‥것을‥의미하며‥이‥페로브스

카이트‥소재가‥초저가의‥태양전지를‥제조할‥

수‥있는‥잠재성이‥높은‥소재임을‥의미한다.‥또

한,‥낮은‥엑시톤‥결합‥에너지‥(<50‥meV),‥큰‥

유전율‥(~30),‥적절하며‥조절‥가능한‥밴드갭‥‥

(2.3‥eV~1.1‥eV),‥높은‥광흡수‥계수‥(105‥cm-

1)‥등‥고효율‥태양전지를‥위한‥광활성층으로‥

갖춰야할‥물성을‥모두‥갖추고‥있는‥것을‥특징

으로‥한다.‥관련‥특성을‥표‥1에‥정리하였다.

초기‥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는‥염료감응

형‥태양전지의‥염료를‥대체하는‥물질로‥이용

되면서‥개발‥되었으며‥큰‥비표면적을‥갖는‥다

공성‥TiO2막의‥나노입자‥표면에‥페로브스카이

트‥할로겐화물이‥흡착된‥형태의‥구조를‥갖았

다.‥하지만‥고효율화를‥위한‥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구조는‥감응형‥타입이‥아닌‥박막형‥

태양전지‥구조와‥유사한‥형태로‥진화되었다.‥

따라서‥페로브스카이트‥할로겐화물을‥나노입

자로‥표면에‥흡착한‥형태가‥아닌‥치밀한‥박막‥

형태로‥제조하는‥것이‥필수적‥요소가‥되었다.‥

페로브스카이트‥할로겐화물의‥저온에서‥용

액‥공정을‥통해‥쉽게‥결정화되는‥특징은‥저가

로‥고품질‥결정을‥얻을‥수‥있는‥장점이‥있지만‥

결정‥성장‥거동을‥제어하지‥못한다면‥치밀하

고‥평탄한‥페로브스카이트‥할로겐화물‥박막을‥

제조할‥수‥없어‥박막형의‥고효율‥소자‥제작을‥

위한‥단점으로‥작용할‥수‥있다.‥따라서‥페로브

스카이트‥할로겐화물의‥결정‥성장‥거동을‥제

어하여‥고품질‥박막을‥제작하는‥공정은‥페로

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효율‥향상에‥가장‥중

요한‥요소로‥볼‥수‥있다.‥또한‥향후‥대면적‥모

듈‥제작을‥위해서‥현재까지‥고효율화를‥위해‥

개발한‥공정을‥바탕으로‥균일도‥높은‥대면적‥

박막‥제작‥공정의‥개발이‥이루어져야만‥한다.‥

표 1.  태양전지 광흡수체로서 페로브스카이트 할로겐
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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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eV‥~‥1.1‥eV)
-‥높은‥광흡수‥계수‥(>‥3‥‥×‥104‥cm-1)
-‥낮은‥exciton‥결합‥에너지‥(<‥50‥meV)
-‥높은‥유전율‥(~‥30)
-‥긴‥전하‥확산‥거리‥(단결정에서‥~175‥㎛)
-‥Deep‥trap‥site‥생성‥억제됨‥(높은‥개방전압‥값)
-‥‥Ambipolar‥전하‥이동‥특성‥(소자‥구조‥설계에‥
높은‥자유도)

해결
돼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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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물질

-‥Pb를‥대체할‥수‥있는‥신‥조성‥개발‥필요

그림 1.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할로겐
화물의 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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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현재‥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연구에‥

있어‥대면적‥고품질‥박막‥제작‥공정에‥대한‥이

해‥및‥개발이‥중요하게‥요구되고‥있다.‥

3. 단위셀 고효율화 공정 기술
‥

3.1 단일(One-step) 코팅법

단위셀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페로브스

카이트‥박막‥형성방법은‥스핀코터를‥이용하

는‥것이다.‥초기‥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에

서‥주로‥쓰이는‥물질인‥MAPbI3는‥MAI와‥PbI2
를‥1:1로‥혼합한‥후‥극성‥용매‥(GBL,‥DMF,‥

DMSO)에‥용해시킨‥용액을‥이용하여‥스핀

코팅을‥통하여‥박막을‥형성한다.‥이를‥보통‥

one-step‥코팅법이라고‥말한다.‥하지만‥빠

른‥자기조립‥결정화로‥인해‥MAPbI3는‥균일

하고‥치밀한‥박막이‥얻어지지‥않음이‥잘‥알려

져‥있다.‥이‥때문에‥초기‥효율을‥10%‥초반‥대

에‥머물러‥있었다.‥빠른‥자기조립‥성질의‥반응

속도를‥극복하기‥위해‥여러‥연구자들이‥첨가

제‥(DOI,‥CHP,‥HI)를‥MAPbI3‥용액에‥첨가하

여‥스핀코팅하는‥방법으로‥페로브스카이트‥박

막을‥상대적으로‥더‥균일하고‥치밀하게‥제어

하는‥연구가‥진행되었다.‥이로‥인해‥최근에는‥

18%‥이상의‥높은‥효율도‥단일‥코팅법을‥사용

하여‥보고되고‥있다.

3.2 순차적 (Two-step) 코팅법

빠른‥결정화로‥인한‥섬‥(island)‥형태의‥모폴

로지를‥갖는‥페로로브스카이트‥박막을‥개선하

기‥위한‥코팅법으로‥순차적‥(two-step)‥코팅

법이‥스위스‥연방공대의‥마이클‥그라첼‥교수‥

연구팀에‥의해‥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에‥적

용되었고‥이‥방법을‥통해‥15%의‥효율‥(인증효

율‥14.1%)을‥보고하였다‥[3].‥완벽하게‥균일

하고‥치밀하게‥제어하지는‥못했지만‥당시‥기

존의‥단일‥코팅법이‥갖는‥한계를‥뛰어넘는‥제

조‥방법이었기‥때문에‥큰‥효율‥상승을‥가져올‥

수‥있었다.‥하지만‥PbI2의‥두께‥및‥MAI의‥농도

에‥매우‥민감하기‥때문에‥재현성‥있는‥결과를‥

얻기에‥어려운‥문제가‥있었고‥PbI2‥표면에서의‥

핵생성‥및‥결정‥성장의‥과정을‥통해‥형성되는‥

메카니즘을‥갖기‥때문에‥치밀한‥막을‥제조하

는데‥한계가‥있었다.‥이를‥보완하기‥위해‥스핀

코팅으로‥PbI2를‥먼저‥기판에‥코팅한‥후‥MAI‥

증기를‥이용하여‥MAPbI3박막을‥제작하는‥순

차적‥증기‥반응‥ (vapor‥ assisted‥ solution‥

process)‥코팅법이‥개발되었다‥[4].‥증기를‥이

용하는‥경우‥박막의‥형태가‥초기‥PbI2의‥표면

형태를‥따라가기‥때문에‥상대적으로‥균일한‥

박막을‥얻을‥수‥있어‥고효율의‥페로브스카이

트‥태양전지를‥제작할‥수‥있다.‥

3.3. 중간자 도입 코팅법

3.3.1 용매공학법: 중간상 유도 고품질 박막화

한국화학연구원‥연구팀은‥2013년‥단일‥코

팅법이‥갖는‥한계인‥빠른‥결정화로‥인한‥섬

(island)‥형태의‥모폴로지를‥갖는‥페로로브

스카이트‥박막을‥유니폼하고‥치밀하게‥제

어하는‥방법을‥개발하여‥보고하였다‥ [5].‥

Dimethylsulfoxide‥ (DMSO)‥분자가‥금속

과‥결합하여‥다양한‥금속‥complex를‥형성할‥

수‥있는‥특징을‥이용하여‥DMSO가‥포함된‥중

간상을‥유도하여‥치밀한‥박막을‥제조할‥수‥있

는‥방법을‥제안하였다.‥그림‥2와‥같이‥DMSO

가‥포함된‥페로브스카이트‥용액을‥이용하여‥

기존의‥단일‥코팅‥법에‥추가적으로‥스피닝‥과

정‥중에‥비용매‥(Toluene,‥Diethyl‥ ether,‥

Chlorobenzene‥등)의‥적하‥방법을‥도입하여‥

투명하고‥치밀한‥PbI2-DMSO-MAI‥중간상‥

막을‥얻을‥수‥있었고,‥얻어진‥중간상을‥100℃

에서‥열처리해‥주게‥되면‥치밀한‥형상을‥유지

한‥채‥DMSO가‥빠져나오면서‥균일하고‥치밀

한‥MAPbI3‥박막을‥제조‥할‥수‥있다.‥용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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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법으로‥얻어진‥페로브스카이트‥박막을‥이

용하여‥고효율‥태양전지를‥제작할‥수‥있었고,‥

16.5%의‥효율‥ (인증효율‥16.2%)을‥확보하

여‥NREL‥차트에‥등재‥되었다‥[5].‥중간자로서‥

DMSO를‥이용하는‥방법을‥최초로‥구현한‥보

고로서‥중간자의‥도움을‥받아‥치밀하고‥균일

한‥페로브스카이트‥할로겐화물‥박막을‥제조할‥

수‥있는‥중간자‥도입‥코팅‥전략을‥보여준‥최초‥

결과이다.

최근에는‥ 중간자‥ 도입‥ 코팅법을‥ 이용

하여‥ FAPb I 3‥ 기반의‥ 태양전지에‥ 적용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FAPbI3)0.85(MAPbBr3)0.15‥조성을‥적용하고‥동

시에‥중간자‥도입‥코팅법을‥이용하여‥18.4%‥

(인증효율‥17.9%)를‥보고하였고‥[6],‥이후‥동

일‥조성에‥과량의‥PbI2를‥소량‥첨가하여‥페로

브스카이트‥전기적‥물성을‥제어하여‥광전변환

효율‥20%‥(인증효율‥19.74%)를‥보고하였다‥

[7].‥그리고‥가장‥최근에는‥조성‥및‥중간자‥도

입‥코팅법을‥더욱더‥발전시켜‥21%‥이상의‥인

증효율을‥갖는‥태양전지도‥개발하였다.‥

3.3.2  분자교환(Intramolecular exchange) 

반응 코팅법

1.55‥eV의‥밴드갭을‥갖는‥MAPbI3는‥페로

브스카이트‥태양전지에서‥주로‥사용되었던‥물

질이고‥연구‥개발‥초기‥자연스럽게‥MAPbI3
를‥위주로‥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가‥발전

되어왔다.‥하지만‥1.47‥eV의‥밴드갭을‥갖는‥

FAPbI3를‥이용하여‥더‥

넓은‥태양광‥스펙트럼

을‥흡수할‥수‥있는‥연

구가‥보고되었고,‥한국

화학연구원‥연구팀은‥

FAPbI3가‥갖는‥비페로

브스카이트‥동질이상

을‥제거하기‥위하여‥페

로브스카이트‥상‥안정

성‥향상을‥위한‥연구‥

결과로‥(FAPbI3)0.85(MAPbBr3)0.15‥조성을‥제

안하여‥발표하였다‥[6].‥하지만‥기존의‥본‥연

구진이‥발표했던‥용매공학법은‥MAPbI3‥조성

에‥최적화‥된‥공정으로‥FAPbI3를‥기반으로‥한‥

소재의‥경우‥고품질‥박막을‥제작하기‥위한‥신

규‥공정‥개발이‥절실히‥요구되었다.‥이러한‥측

면에서‥상호‥분자간‥교환법이란‥신규‥공정을‥

개발하고‥이를‥통해‥페로브스카이트‥소자를‥

제작하여‥공인된‥20.1%의‥세계‥최고‥효율을‥

2014년‥NREL‥차트에‥다시‥등재하였다‥[8].

중간자를‥도입하는‥전략의‥일환으로‥상호분

자교환법이란‥PbI2(DMSO)‥중간막을‥먼저‥형

성하고‥형성된‥박막의‥DMSO를‥FAI와‥교환하

여‥결정화‥시키는‥방법으로‥그림3에‥자세히‥나

타내었다.‥PbI2(DMSO)2란‥물질은‥기존에‥보

고된‥물질이나‥PbI2(DMSO)란‥물질은‥기존

에‥보고되지‥않은‥물질로‥PbI2(DMSO)2에서‥

DMSO‥한‥분자가‥제거된‥형태이며‥안정한‥분

말‥상으로‥존재하며‥기판‥상에‥PbI2(DMSO)‥

상이‥아주‥잘‥형성됨을‥확인할‥수‥있다.‥기존의‥

PbI2를‥이용한‥반응법에‥비해‥PbI2(DMSO)를‥

이용한‥상호분자교환법은‥미반응‥PbI2가‥없으

며‥(111)방향으로‥결정방향이‥배열된‥고품질‥

FAPbI3‥막이‥제작‥가능하다.‥기존의‥순차적‥방

법을‥이용하여‥페로브스카이트‥박막을‥적용한‥

소자의‥경우‥평균‥15%의‥효율을‥보이지만‥상

호분자교환법을‥이용한‥FAPbI3기반의‥박막을‥

적용한‥소자의‥경우‥그림‥3에서와‥같이‥J-V‥곡

선의‥이력‥(hysteresis)이‥발생하지‥않음과‥동

그림 2.  중간상을 유도하여 고품질 박막을 제작할 수 있는 용매공학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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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고효율인‥20.1‥%의‥공식‥인증‥효율을‥보

임을‥확인하였다‥[8].

이러한‥중간자‥도입‥코팅‥방법들은‥고품질‥

페로브스카이트‥할로겐화물‥박막의‥성공적‥제

조를‥가능하게‥하였으며‥최근‥한국화학연구

원‥(울산과학기술원‥공동)‥연구팀은‥이를‥응

용하여‥22.1%의‥공식‥인증‥효율을‥NREL차

트에‥등재하였으며‥[9],‥1‥×‥1‥cm2‥대면적에

서‥19.7%의‥효율을‥공인‥받아‥2016년‥7월‥현

재‥Progress‥ in‥photovoltaics의‥solar‥cell‥

efficiency‥tables‥(version‥48)에‥세계‥최고‥

효율로‥게재‥하였다‥[10].

3.3.3 중간자 도입 코팅 방법의 응용

2013년‥한국화학연구원‥연구팀에서‥보고

한‥중간자‥도입‥코팅‥방법은‥그‥이후‥많은‥유

사‥응용‥연구가‥보고되어‥왔다.‥DMSO를‥중

간자로‥이용하는‥연구에‥더해‥NMP,‥DMF

와‥같이‥DMSO를‥대신할‥수‥있는‥중간자에‥

관한‥연구들도‥최근‥보고되고‥있다.‥예를‥들

면,‥최근‥진공‥용액‥증

착‥ (vacuum‥ flash-

ass i s ted ‥ so lu t ion‥

process)‥코팅법이‥스

위스‥연방공대의‥마이

클‥그라첼‥교수‥연구팀

에‥의해서‥최근‥보고되

었다‥[11].‥이‥방법은‥우

선‥페로브스카이트‥용

액을‥스핀코팅하여‥평

탄화‥과정을‥거친‥후‥잔

여‥용매를‥적절한‥진

공‥(20‥Pa)‥상태를‥유지

해‥중간자인‥DMSO가‥

포함되어‥있는‥중간상‥

(DMSO-PbI1.7Br0.3-

(FAI)0.85(MABr)0.15)을‥

형성한‥후‥열처리하여‥

페로브스카이트‥박막을‥

형성하는‥방법이다.‥이‥방법을‥이용하면‥20‥Pa

의‥진공‥처리를‥하였을‥때‥가장‥균일하고‥치밀

한‥박막이‥얻어진다고‥보고하였다.‥이‥방법을‥

통해‥1‥×‥1‥cm2에서‥19.6%의‥인증효율을‥보

고하였다.‥

4.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을 
위한 공정 기술

지금까지‥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를‥고효

율화를‥위한‥연구에서‥단위‥소자‥(<1‥cm2)를‥

제작하기‥위한‥코팅‥공정은‥대부분‥스핀코팅‥

(spin-coating)을‥이용해‥진행되어왔다.‥100‥

cm2‥이상의‥면적을‥가지는‥대면적‥태양전지‥

모듈‥개발에‥있어서도‥균일단위소자에‥적용되

었던‥스핀코팅‥공정을‥그대로‥사용한‥연구들

이‥보고되고‥있다.‥한국화학연구원‥연구팀은‥

2014년‥스핀코팅을‥적용하여‥p-i-n‥구조의‥

10‥cm‥×‥10‥cm의‥서브모듈을‥성공적으로‥제

작‥보고하였으며‥[12]‥최근‥그림‥4에서와‥같이‥

그림 3. 상호분자교환법 모식도 및 소자 성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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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구조의‥10‥cm‥×‥10‥cm‥의‥서브모듈

을‥제작·시연하여‥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

대면적화가‥가능함을‥보였다.‥

하지만‥일반적으로‥스핀코팅‥공정은‥코

팅‥면적이‥넓어질‥경우‥막에‥균열이나‥핀홀‥

(pinhole)이‥생겨‥조밀성과‥균일성이‥떨어지

고‥따라서‥막질의‥재현성이‥떨어지는‥문제점

을‥가지고‥있다.‥또한‥스핀코팅‥시‥막을‥형성

하고‥버려지는‥용액의‥양을‥줄이는데‥한계가‥

있고,‥롤투롤‥공정과‥같은‥연속‥공정을‥적용

할‥수가‥없어‥공정의‥상용화가‥힘들다는‥단점

이‥있다.‥따라서‥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

상용화를‥위해서는‥스핀코팅‥공정을‥대체하는‥

대면적‥(연속)‥코팅/인쇄‥공정들을‥페로브스카

이트‥태양전지‥제조에‥적용하기‥위한‥연구가‥

활발히‥진행되고‥있다.

4.1 비접촉식 코팅 공정

4.1.1 캐스팅 (Casting)

캐스팅‥공정은‥용액을‥기판위에‥떨어뜨린‥

뒤‥건조하는‥가장‥단순한‥방식으로‥별다른‥장

비‥없이‥쉽게‥막을‥형성할‥수‥있지만‥막의‥두

께를‥제어하기‥어렵고‥균일한‥막을‥얻기도‥힘

들다.‥특히‥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경우‥

고효율을‥달성하기‥위해‥페로브스카이트‥재

료의‥결정성장을‥제어하는‥것이‥매우‥중요하

므로‥캐스팅‥공정은‥그‥적용이‥매우‥제한된다.‥

Hongwei‥Han‥교수‥연구팀은‥정공전달층을‥

적용하지‥않고‥다공성‥금속‥산화물과‥탄소‥전

극을‥형성한‥뒤‥전구체‥용액을‥캐스팅‥하는‥방

법을‥이용하여‥12.8‥%의‥효율과‥대기‥중에서‥

1,000‥시간‥이상의‥광안정성을‥가지는‥소자를‥

제작하여‥보고하였다‥[13].

4.1.2 슬롯다이 코팅 (Slot-die coating)

용액을‥기판과‥일정‥간격으로‥떨어진‥가공

된‥금형‥(헤드)‥사이로‥공급하여‥코팅하는‥방

식이다.‥용액을‥기판‥위에‥떨어뜨려‥말린다는‥

점에서‥캐스팅의‥일종으로‥볼‥수‥있지만,‥용액

을‥공급하는‥헤드를‥공정‥특성에‥맞게‥설계‥및‥

미세‥가공하고‥용액의‥공급을‥압력‥및‥정량‥펌

프로‥제어할‥수‥있으며‥기판과의‥유격이나‥코

팅‥속도와‥같은‥조건을‥조절하여‥막의‥두께‥조

절이‥용이하고,‥균일한‥막을‥형성할‥수‥있다.‥

원하는‥너비를‥가지는‥띠‥형태의‥직선‥패턴‥구

그림 4.  한국화학연구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 

그림 5.  슬롯다이로 PbI2를 코팅한 뒤 질소를 불어 건
조시키는 공정 모식도와 코팅된 PbI2 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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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가능하며‥다층‥구조에서‥층간‥정렬을‥쉽

게‥할‥수‥있는‥장점이‥있다.‥또한‥롤투롤‥공

정에‥적용이‥가능하다.‥광주과학기술원‥김동

유‥교수와‥호주‥CSIRO‥박두진‥박사의‥연구팀

이‥슬롯‥다이를‥이용하여‥PbI2‥용액을‥코팅하

면서‥질소를‥불어넣어‥건조시킨‥뒤‥같은‥방식

으로‥MAI‥용액을‥70℃로‥가열된‥PbI2‥막‥위에‥

코팅하여‥MAPbI3를‥형성시키는‥방법으로‥페

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를‥제작하였다.‥덴마크‥

DTU‥Krebs‥교수‥연구팀은‥PET‥유연기판‥위

에‥롤투롤‥공정을‥이용한‥슬롯다이‥코팅법으

로‥MAPbI3‥층을‥형성하여‥소자를‥제작한‥것을‥

보고하였다‥[14].

4.1.3 블레이드 코팅 (Blade coating)

블레이드‥코팅‥공정은‥기판과‥일정‥두께로‥

떨어져‥있는‥블레이드‥앞에‥용액을‥떨어뜨린‥

뒤‥블레이드를‥평행하게‥움직여‥코팅하는‥방

법이다.‥막의‥두께‥조절이‥용이하고‥버려지는‥

코팅‥용액의‥비율을‥5%‥이하로‥낮출‥수‥있어‥

경제성이‥더‥뛰어나며‥친환경적이다.‥연구실‥

수준에서‥가장‥적용하기‥쉬운‥대면적‥코팅‥공

정으로‥이미‥유기태양전지‥분야에서‥널리‥사

용되고‥있는‥공정기술이며‥페로브스카이트‥태

양전지‥제작에도‥많이‥활용되고‥있다.‥Jen‥교

수‥연구팀은‥정공전달층(PEDOT:PSS),‥페

로브스카이트층‥(MAPbIxCl1-x),‥전자전달층

(PCBM)을‥모두‥블레이드‥코팅을‥사용하여‥

형성시킨‥p-i-n구조의‥소자를‥제작하여‥보

고하였으며,‥Huang‥교수‥연구팀은‥120℃

로‥가열된‥기판에‥블레이드‥코팅을‥이용하여‥

MAPbI3‥막을‥형성시킨‥뒤,‥건조시키며‥DMF‥

용매‥증기로‥후처리한‥결과‥1.5~2‥μm‥두께에‥

100‥μm‥이상의‥결정립‥크기를‥가지는‥페로브

스카이트‥막을‥형성하여‥15.1%의‥효율을‥가

지는‥소자를‥제작하였다.‥또한‥Di‥Carlo‥교수‥

연구팀은‥PbI2‥용액을‥코팅하면서‥공기를‥흘

려‥바로‥건조시키는‥방법으로‥치밀한‥PbI2‥막

을‥형성한‥뒤‥이를‥레이저를‥이용해‥식각하고‥

MAI‥용액에‥담그는‥2단계‥코팅법을‥이용해‥

10.1‥cm2의‥활성‥영역을‥가지는‥100‥cm2‥대

면적‥서브‥모듈을‥제작하여‥10.4%의‥효율을‥

얻었다‥[15].

4.1.4 스프레이 코팅

스프레이‥코팅은‥전구체‥용액을‥분무‥노즐

을‥통해‥미세한‥에어로졸‥형태로‥가열된‥기판

에‥뿌려주어‥막을‥코팅하는‥방법이다.‥분무되

는‥용액의‥농도와‥양,‥노즐과‥기판사이의‥거

리,‥기판의‥온도,‥노즐의‥이동‥속도‥및‥범위‥등‥

제어해야할‥변수가‥많아‥대량‥생산‥공정‥적

용이‥쉽지‥않다.‥Lidzey‥교수‥연구팀이‥MAI

와‥ PbCl2를‥DMF‥또

는‥DMSO에‥녹인‥전구

체‥용액을‥80℃‥정도로‥

가열된‥기판에‥분사하

여‥MAPbIxCl1-x을‥형

성하여‥ 8.7%의‥효율

을‥가지는‥소자를‥제작

하였으며,‥벨기에‥연구

팀은‥PbAc2와‥PbCl2,‥

MAI의‥비율을‥최적화

한‥DMF‥전구체‥용매

를‥40℃‥온도의‥기판에‥

분사하여‥만든‥페로스

그림 6.  (a) 모든 층을 블레이드 코팅을 이용해 형성시켜 만드는 공정 모
식도 및 장비, 그리고 코팅된 MAPbIxCl1-x 막의 사진. (b) 가열된 
기판위에 블레이드 코팅으로 형성시킨 만든 MAPbI3 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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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카이트‥막을‥이용해‥단위셀에서‥15.7%,‥3.8‥

cm2‥면적에서‥11.7%의‥효율을‥가진‥소자를‥

제작하였다‥[16].

4.1.5 잉크젯 프린팅

잉크젯‥프린팅은‥가정과‥사무실에서‥쓰는‥잉

크젯‥프린터와‥같이‥잉크‥카트리지에‥전구체‥

용액을‥넣어‥조사하는‥방법으로‥미세한‥패턴

을‥구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따라서‥인

쇄공정을‥이용한‥전자소자‥제작에‥널리‥사용

되고‥있으나‥대면적을‥코팅할‥때는‥속도가‥느

려‥생산성이‥떨어지며‥일정‥두께‥이상의‥두꺼

운‥막을‥만드는데‥한계가‥있다.‥태양전지‥제

작에‥있어서‥미세‥패턴을‥구현에‥대한‥수요가‥

적어‥많이‥사용되고‥있지는‥않다.‥페로브스카

이트‥태양전지‥제작에‥응용한‥예로는‥홍콩대‥

Yang‥교수‥연구팀이‥MAI를‥이소프로판올에‥

녹인‥용액에‥탄소‥분말을‥넣어‥전극을‥형성시

켜‥보고한‥것과,‥중국‥Song‥교수가‥50℃‥로‥가

열된‥기판위에‥잉크젯‥프린팅으로‥200‥nm‥두

께의‥MAPbI3를‥형성시켜‥12.3%의‥효율을‥보

고한‥결과가‥있다‥[17].

4.2 접촉식 인쇄 공정

4.2.1 그라비아 인쇄 (Gravure printing)

롤투롤‥공정에서‥사용되는‥인쇄공정으로‥두‥

개의‥롤러‥사이를‥유연성‥기판이‥지나가면서‥

롤러로부터‥잉크가‥전사되어‥인쇄가‥이루어진

다.‥두‥개의‥롤러‥중‥코팅롤러‥일부가‥잉크에‥

담궈지면서‥패턴에‥잉크를‥채우고‥여분의‥잉

크는‥블레이드를‥통해‥제거된다.‥나머지‥롤러

는‥잉크가‥기판에‥전사되도록‥압력을‥가하는‥

역할을‥한다.‥점도가‥낮은‥잉크를‥사용하며‥직

선‥패턴을‥포함한‥다양한‥패턴을‥빠른‥속도로‥

인쇄할‥수‥있는‥점이‥가장‥큰‥특징이다.‥중국‥

Yang‥교수‥연구팀이‥MAPbI3‥잉크를‥이용한‥

그라비아‥인쇄로‥직선‥패턴을‥PET‥위에‥형성

하였지만‥빠른‥결정화를‥제어하지‥못하여‥바

늘‥형태의‥나노‥결정이‥배열된‥형태의‥미세조

직이‥형성되었다‥[18].

4.2.2  플렉소그래피 인쇄 

        (Flexographic printing)

플렉소그래피‥인쇄법은‥롤러를‥이용해‥유연‥

기판에‥패턴을‥전사한다는‥점에서‥그라비아‥

인쇄법과‥매우‥유사한‥방법이지만‥패턴이‥양

그림 7.  PbAc2 / PbCl2 혼합용액을 분사하는 스프레
이 코팅 공정 모식도와 형성된 막의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

그림 8.  잉크젯 공정으로 형성한 MAPbI3 막의 주사전
자현미경 사진.

그림 9.  (a) 그라비아 인쇄와 플렉소그래피 인쇄 공
정 모식도 (b) 그라비아 인쇄 장비와 인쇄된 
MAPbI3 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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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으로‥새겨져‥있다는‥차이점이‥있다.‥주로‥고

무재질의‥인쇄‥롤러를‥사용하며‥잉크를‥고르

게‥도포하기‥위해‥잉크‥전이‥롤러를‥덧붙여‥사

용한다.

4.2.3 스크린 인쇄 (Screen printing)

스크린‥인쇄는‥그라비아‥인쇄나‥플렉소그래

피‥인쇄법과는‥달리‥점도가‥높은‥잉크를‥이용

하여‥10‥~‥500‥μm의‥비교적‥두꺼운‥막을‥코

팅할‥때‥사용한다.‥주로‥높은‥전도성을‥요구하

는‥인쇄‥전극을‥형성하는데‥널리‥이용되고‥있

다.‥코팅‥시‥버려지는‥잉크가‥거의‥없다는‥장

점이‥있다.‥스크린‥롤러를‥이용하여‥롤투롤‥공

정에도‥적용이‥가능하다.‥

5.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 
개발 연구 동향

5.1 국내 연구 동향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는‥현재까지‥단

위‥소자의‥효율‥향상에‥연구가‥집중되어‥왔

다.‥하지만‥최근‥단위소자의‥효율이‥20%‥이상

의‥고효율이‥보고됨에‥따라‥대면적‥모듈에‥관

한‥연구들이‥보고되어지고‥있다.‥국내의‥경우,‥

2014년‥한국화학연구원‥연구팀은‥p-i-n‥소

자‥구조‥(ITO/PEDOT:PSS/MAPbI3/PCBM/

LiF/Al)의‥페로브스카이트‥단위‥소자를‥제작‥

발표하고‥스핀코팅‥기반의‥동일‥용액‥공정을‥

통해‥서브‥모듈‥(10‥cm‥×‥10‥cm,‥active‥면

적=60‥cm2)을‥제작하여‥8.9%를‥보고하였다

(그림‥10(a))‥[12].‥또한,‥2015년‥경희대‥임상

혁‥교수‥연구팀은‥동일‥p-i-n‥소자‥구조를‥갖

는‥페로브스카이트‥서브‥모듈‥(10‥cm‥×‥10‥

cm,‥active‥면적=40‥cm2)을‥스핀코팅‥기반의‥

용액‥공정을‥통해‥제작하여‥12.9%를‥보고하

였다‥[19].

5.2 국외 연구 동향 

국외‥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모듈에‥관

한‥연구‥동향을‥살펴보면,‥이탈리아‥로마‥대

학‥(Aldo‥Di‥Carlo‥교수팀)에서‥최초의‥페로

그림 10.  (a)-1,2 한국화학연구원 P-I-N 소자 구조 
모듈 (10 cm × 10 cm)과 측면 SEM 사진 
(b)-1,2 로마 대학팀의 유연 소자 모듈 결과 
및 사진 (5.6 cm × 5.6 cm) (c)-1,2 Imec 
(벨기에)의 16 cm2 크기의 모듈 및 모듈 설계
도와 p1/p2/p3 loss area. 

그림 11.  (a) 중국 hongwei han 박사팀의 module 
panel, (b) 중국 Weihua-Solar 회사의 슬롯
다이 이용한 45 cm x 65 cm 크기의 모듈, (c) 
CSIRO (호주)의 롤투롤 이용 모듈 제작 과정
과 유연 기판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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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스카이트‥태양전지‥모듈에‥대해‥보고하였

다.(Phys.‥Chem.‥Chem.‥Phys,‥2014,‥16,‥

3918).‥스핀코팅‥방식으로‥제작한‥소자는‥소

자‥면적‥(0.1,‥3.36,‥16.8‥cm2)에‥따른‥성능

을‥비교하였고‥3.36‥cm2‥소자면적을‥갖는‥셀

을‥시리즈‥타입으로‥5개‥연결한‥모듈은‥효

율‥5.1‥%를‥보고하였다.‥동일‥그룹에서‥2014

년‥12월‥Dyepower‥회사와의‥공동‥연구를‥

진행하여‥PbI2‥필름을‥blading‥코팅‥방식으

로‥형성한‥후,‥CO2‥ laser‥이용하여‥패턴을‥

하고,‥MAI‥dipping‥과정을‥통해‥막을‥형성

하여‥모듈‥면적‥(1,‥10,‥100‥cm2)에‥따른‥소

자‥효율‥(13.3,‥10.3,‥4.3%)을‥보고하였다.‥

(J.‥Power‥Sources‥2015,‥277,‥286)‥또한,‥

ITO/PET‥유연‥기판위에‥ALD-TiO2와‥저온

공정‥TiO2‥scaffold를‥도입하여‥유연‥페로브

스카이트‥모듈을‥보고하였으며‥모듈‥크기‥5.6‥

x‥5.6‥cm에서‥3.1%의‥효율을‥보고하였다.‥

(그림‥10(b))‥ (Adv.‥Energy.‥Mater.‥2015,‥

5,‥1401808)‥

벨기에‥Imec‥사에서‥Solliance‥ (cross-

border‥Dutch-German-Belgian‥ thin-

film‥PV‥ research‥ initiative)와‥공동으로‥

glass‥기반의‥페로브스카이트‥모듈을‥개발하

고‥있다.‥2015년,‥6월‥Optics.‥org‥논문을‥통

해‥소자‥효율‥8%를‥보고하였고,‥이어서‥16‥

cm2‥aperture‥area의‥미니모듈‥제조에‥있

어‥laser‥ablation과‥mechanical‥scribing‥

방식을‥통해‥P1-P2-P3의‥pattern에‥의한‥

loss‥area를‥250‥μm까지‥줄여서‥GFF를‥약‥

95%까지‥향상시키고‥미니모듈에서‥11.9%

의‥효율을‥발표하였다.‥ (Spie‥newsroom‥

10.1117/2.1201509.006116)‥(그림‥10(c))‥

최근‥발표된‥논문에‥의하면,‥MAPbI3-xClx의‥

소재를‥이용하여‥pinhole-free‥대면적‥박막

을‥제작하고,‥91%의‥GFF를‥갖는‥4‥cm2‥크

기의‥모듈에서‥13.6%의‥향상된‥효율을‥보

고하였다.‥(Energy‥Environ.‥Sci.‥2016,‥9,‥

484)

또한‥독일‥프라운‥호퍼‥ ISE에서‥ EU-

funded‥프로젝트‥“GLOBALSOL”를‥통해‥기

존‥DSSC‥모듈‥기술을‥기반으로‥잉크젯‥프

린팅‥방식을‥통해‥페로브스카이트‥모듈‥개발

에‥집중하고‥있다.‥(IDTechEx‥보고서,‥2015)‥

독일‥ZAE‥Bayern-Solar‥ Factory‥of‥ the‥

Future에서는‥PEDOT:PSS-Ag‥nanowire‥

composite‥ 전극을‥ TCA‥ (transparent‥

conducting‥ adhesive)층을‥이용한‥ roll‥

lamination‥방식을‥통해서‥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모듈에‥적용하였으며‥연속적으로‥

laser‥patterning을‥이용하여‥모듈을‥제작하

여‥3‥cm2‥크기의‥모듈에서‥9.75%의‥효율을‥

보고하였다.‥ (Energy‥Environ.‥Sci.‥2016,‥

DOI:10.1039/c6ee01555g)

중국‥Huazhong‥대학‥ (Hongwei‥ han‥

교수)의‥Michael‥ Gratzel‥ center‥ (for‥

mesoscopic‥ solar‥ cells)에서‥정공수송층

이‥없는‥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소자를‥성

공적으로‥제조하여‥인증‥효율‥12.8%‥ (단위

소자)를‥ 2014년‥ Science에‥보고하였으며‥

(Science,‥2015,‥345,‥295)‥PbI2와‥MAI‥그리

고‥5-ammoniumvaleric‥acid‥ iodide의‥혼

합‥용액을‥TiO2와‥ZrO2로‥이루어진‥다공층

에‥porous‥carbon‥film을‥이용하여‥간단한‥

캐스팅‥방법으로‥소자를‥완성하였다.‥일반‥대

기‥중에서‥빛‥조사‥시‥1000‥hr‥동안‥우수한‥소

자‥안정성을‥보였고‥사막‥기후의‥외부‥환경에

서도‥높은‥열안정성을‥보였다.‥이를‥바탕으로‥

대면적‥모듈을‥제작하여‥MRS‥2016‥ spring‥

미팅을‥통해‥선보였으나‥모듈‥효율은‥보고되

지‥않았다.(그림‥11(a))‥ (ACS‥Energy‥Lett.‥

2016,‥1,‥64)‥중국‥Weihua-Solar‥회사‥(Bin‥

Fan‥박사팀)에서는‥슬롯다이‥코팅을‥이용하

고‥carbon-based‥hole-conductor-free‥45‥

×‥65‥cm‥크기의‥모듈을‥제조하여‥선보였으

나‥효율은‥보고되지‥않았다.(그림‥11(b))‥(ACS‥

Energy‥Lett.‥2016,‥1,‥64)‥

호주,‥CSIRO‥ (박두진‥박사)는‥광주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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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원과의‥공동연구를‥진행하여‥2015년‥1월,‥

n-i-p‥소자‥구조(ITO/ZnO/MAPbI3/P3HT/

Ag)를‥갖는‥페로브스카이트‥소자를‥슬롯‥다

이를‥이용하여‥제작하였다.‥단위소자‥효율‥

11.96%를‥보고하고‥(Adv.‥Mater.‥2015,‥27,‥

1241)‥슬롯다이를‥이용한‥롤투롤‥제작‥가능성

을‥선보였으나‥모듈‥효율은‥보고되지‥않았다.‥

(그림‥11(c))‥(ACS‥Energy‥Lett.‥2016,‥1,‥64)

앞서‥서술한‥페로브스카이트‥모듈‥관련‥기

술‥동향을‥표2에‥정리하였다.‥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기술‥개발에‥있어‥이미‥단위‥소자‥효

율은‥22.1%에‥이르렀으며‥이를‥바탕으로‥상

용화를‥위한‥선제‥필수‥기술인‥내구성과‥대면

적화를‥확보하기‥위한‥노력이‥최근‥집중되고‥

있다.‥이미‥전‥세계적으로‥영국,‥중국,‥이탈리

아,‥벨기에,‥호주‥등을‥중심으로‥페로브스카이

트‥태양전지‥모듈화를‥위한‥기술‥개발에‥많은‥

진척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특히,‥

유기태양전지,‥염료감응‥태양전지‥및‥박막‥태

양전지‥모듈‥요소‥기술이‥접목되면서‥모듈‥설

계‥및‥공정,‥GFF‥(geometrical‥fill‥factor)의‥

향상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그러나,‥대

면적‥모듈‥개발에‥있어‥아직까지‥스핀코팅과‥

blading‥방식에‥의존하여‥페로브스카이트‥박

막‥제조를‥하기‥때문에‥모듈‥크기에‥있어‥10‥

×‥10‥cm‥제한이‥있다.‥따라서,‥실질적인‥페

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모듈‥개발을‥위해서는‥

대면적화가‥용이한‥인쇄‥공정을‥통한‥페로브

스카이트‥박막‥제조‥기술이‥필요하며‥현재‥슬

롯‥다이‥방식,‥잉크젯‥프린팅‥방식‥등을‥이용

한‥연구‥개발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단위소자‥단계에서‥모듈화를‥위한‥

연구‥노력이‥시작되는‥단계이기‥때문에‥본격

적인‥인쇄공정‥적용‥대면적‥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모듈‥개발이‥절실히‥필요한‥시기로‥

볼‥수‥있다.‥특히,‥용액‥공정이‥용이한‥페로브

스카이트‥태양전지의‥향후‥실질적‥응용‥분야

와‥시장성을‥위해서는‥유연성-저가-고속생

산성의‥확장성을‥고려할‥때‥다양한‥인쇄‥공정‥

법‥중‥high‥throughput‥roll-to-roll‥방식의‥

슬롯‥다이를‥통한‥대면적화‥기술‥확보가‥기대

된다.

표 2.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 기술 개발 현황.

Company active‥material device‥structure process module‥size efficiency Ref.

KRICT MAPbI3

ITO/
PEDOT:PSS/

MAPbI3/PCBM/
LiF/Al

Spin-coating‥
(1‥step)

100‥cm2

8.9%
(active‥PCE)

5.34%
(aperture‥PCE)

Energy‥Environ.‥
Sci.‥2014,‥7,‥

2642

Kyunghee‥univ. MAPbI3

ITO/
PEDOT:PSS/

MAPbI3/PCBM/
Au

Spin-coating‥
(1‥step)

100‥cm2

12.9%
(active‥PCE)

5.16%
(aperture‥PCE)

Energy‥Environ.‥
Sci.‥2015,‥8,‥

1602

Univ.‥of‥Rome MAPbI3-xClx

FTO/c-TiO2/
mp-TiO2/

MAPbI3-xClx/
Spiro/Au

blade‥coating‥
(2‥step)

100‥cm2 4.3%‥(aperture‥
PCE)

J.‥Power‥Sources‥
2015,‥277,‥286

Univ.‥of‥Rome MAPbI3

FTO/c-TiO2/
mp-TiO2/

MAPbI3/Spiro/Au

Spin-coating
‥(2‥step)

10.08‥cm2

13%
(active‥PCE)

9.1%‥(aperture‥
PCE)

Prog.‥
Photovoltaic:‥

Res.‥Appl.‥2016;‥
24:436.

Imec MAPbI3-xClx

ITO/TiO2‥
(e-beam)/
MAPbI3-xClx/
Spiro/Au

Spin-coating‥
(1‥step)

16‥cm2 11.3%‥(aperture‥
PCE)

Spie‥newsroom
10.1117/
2.1201509.
006116

Imec MAPbI3-xClx

ITO/TiO2‥
(e-beam)/
MAPbI3-xClx/
Spiro/Au

Spin-coating‥
(1‥step)

4‥cm2 13.6%‥(aperture‥
PCE)

Energy‥Environ.‥
Sci.‥2016,‥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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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저온‥용액공정을‥통하여‥22.1%의‥광전변환‥

효율을‥구현할‥수‥있는‥페로브스카이트‥태양

전지는‥미래형‥태양전지가‥요구하는‥저가,‥고

효율을‥동시에‥구현‥가능한‥가장‥가능성‥높은‥

태양전지‥기술로‥여겨진다.‥최근‥4여‥년‥동안

의‥급격한‥효율‥향상은‥기존‥염료감응형‥태양

전지,‥유기태양전지와‥같은‥차세대‥태양전지‥

기술의‥접목을‥통해‥이루어‥졌다‥해도‥과언이‥

아니다.‥마찬가지로‥향후‥상용화를‥위한‥내구

성‥기술‥확보,‥대면적‥모듈‥기술‥개발‥등을‥위

해서도‥기존‥박막형‥태양전지나‥차세대‥태양

전지‥기술의‥접목이‥중요한‥요소로‥작용할‥수‥

있을‥것으로‥보인다.‥최근‥페로브스카이트‥대

면적‥모듈에‥관한‥연구가‥전세계적으로‥급격

히‥이루어지고‥있으며‥기존‥태양전지‥모듈‥기

술을‥접목한‥방법들이‥보고되어지고‥있다.‥모

듈‥기술의‥핵심은‥페로브스카이트‥박막을‥대

면적에서‥균일하게‥제조하는‥기술이며‥이를‥

통해‥제조된‥모듈의‥내구성‥확보‥여부가‥상용

화‥여부를‥결정지을‥것이다.‥무기물,‥유기물,‥

무/유기‥하이브리드‥소재를‥모두‥포함하는‥페

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소재‥다양성은‥다

양한‥분야에서의‥기술‥접목을‥통해서만이‥상

용화‥기술‥개발이‥이루어‥질‥수‥있음을‥의미한

다.‥따라서‥다양한‥분야의‥전문가‥집단의‥협업

이‥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상용화를‥앞당길‥

수‥있는‥길이라‥생각된다.‥이렇게‥개발된‥페로

브스카이트‥상용화‥기술은‥결정질‥실리콘‥태

양전지가‥대부분을‥점유하고‥있는‥기존‥태양

전지‥시장을‥크게‥바꿔놓을‥수‥있는‥혁신적‥기

술이‥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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