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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Richard Smalley 교수

는 21세기에 들어 인류가 직면할 10가지 문제에 에너

지와 환경 문제를 포함시켰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인류의 

영속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 인류가 소

비하는 1차에너지는 2016년 기준 약 13,760 Mtoe(Ton 

of oil equivalent, TOE, 석유환산톤)에 달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매년 1%씩 증가하여 2040년에는 17,584 

Mtoe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의 비율은 석탄,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 비중은 

2016년 1.6%에 그치고 있다. 특히 향후 2040년까지 세

계 에너지수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의 수요 증가 및 전세계 국가들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재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에너지 생

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은 

지구온난화 및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

기에 인류의 건강한 삶은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로 대

두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의 수

요를 충족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정 신재생에너지의 개

발은 전 인류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발전된 분야는 태

양에너지이다. 태양전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직류전기

를 변환하는 전자소자로 가장 간단하면서 교류 및 직

류 전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발전장치이다. 1839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에드먼드 베크렐이 발견한 광기전

력 효과는 1883년 1% 정도의 효율을 갖는 셀레늄 태양

전지로 발전되었고, 이후 1953년 벨연구소에서 효율 

4%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개발하여 현재와 유사한 형

태를 띠게 되었다. 이후 다양한 종류의 태양전지가 개

발되어왔고 태양전지의 효율 역시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최근에는 전기에너지의 발전과 사용에 대한 패

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대규모-고전력을 요하는 전통

적인 발전에서 소규모-모바일 독립전원 형태의 태양

전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볍고 투명하면서도 저

렴한 태양전지의 개발은 기존 실리콘 기반 소재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새로운 개념의 태양광 

고성능 유기소재를 이용한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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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소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유기반도체는 가볍고 유연하며 낮은 두께에서도 높은 

흡광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세대 에너지 소

자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유의 용액 공정

성으로 인해 연속 공정으로 인한 낮은 생산 비용, 대

면적 인쇄 소자 가능성, 짧은 에너지 회수 기간(energy 

payback time)으로 인해 실용화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유기태양전지(organic solar 

cells)는 낮은 전력변환효율(power conversion efficiency)

과 불안정성 탓에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으

나, 최근 고성능을 보이는 다양한 나노신소재의 개발

에 힘입어 12% 이상의 효율이 보고됨으로써 기타 태

양전지 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1). 다음장에서는 이러한 최근에 개발

된 우수한 성능의 유기태양전지 소재를 소개하고, 유

기태양전지의 발전 동향을 정리하여 최근 기술 변화

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본론

전자주개(electron-donor)소재 개발 현황 

(그림 2 참고)

유기태양전지는 1992년에 발견된 전도성 고분자

와 풀러렌의 광전하 이동현상 발견[2]과 1995년 전

하의 효과적인 생성에 유리한 이종접합구조를 도입

함으로써 전도성 고분자 기반의 유기태양전지 연구

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3]. 고전적인 전도성 고

분자인 polyphenylenevinylene(PPV) 계열을 필두로 

다양한 전도성 고분자가 개발되었고, 이후 티오펜

(thiophene)계열인 poly(3-hexylthiophene) (P3HT)이 

개발되면서 유기태양전지의 효율은 1%대에서 3%대 

이상으로 향상되었다[4]. 그 이후에 폴리티오펜 기

반의 다양한 전도성 고분자가 개발되었으나, P3HT

의 광전기적 구조의 한계로 흡광영역이 자외선-가

시광선 영역으로 제한되기에 효과적인 광흡수를 위

해 전도성 고분자의 밴드갭(band gap)을 낮추는 연구

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 eV의 밴드갭을 갖는 

전도성 고분자는 흡광영역이 620 nm로 제한되기에 

태양으로부터의 광자를 30% 정도 밖에 흡수하지 못

하지만, 밴드갭을 1.0 eV까지 낮출 경우 고분자의 이

론 광자 흡수율을 80% 정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밴드갭 전도성 고분자(low band gap 

conjugated polymer)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분자 주쇄

에 전자주개(donor)기와 전자받개(acceptor)기가 교

차로 결합된 공중합체(copolymer) 형태의 전도성 고

분자 구조가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공중합체 구조

의 PCDTBT[5], PCPDTBT[6] 등의 고분자가 낮음 밴

드갭을 보이며 5% 이상의 효율을 달성하는데 성공

하면서 더욱 다양한 낮은 밴드갭 고분자가 개발되었

고, 다양한 전자주개 구조 중 우수한 구조의 안정성

과 평면성, 전하 이동 및 전달 특성의 벤조디티오펜

(benzo[1,2-b:4,5-b′]dithiophene, BDT) 구조 기반의 고

분자가 태양전지 적용에 있어 매우 우수한 특성을 낼 

수 있음이 밝혀졌다[7]. 캐나다의 Laval대학의 Mario 

Leclerc교수 연구팀은 PBDTTPD[8] 고분자를 합성하

였는데, 이 고분자는 5%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최초

의 BDT기반 고분자이다. 이에 이어 BDT와 함께 티에

노티오펜(thienothiophene, TT)을 전자받개로 결합한 

고분자(PTB7)가 7% 이상의 효율을 보임이 발표되었

다. 이후 PTB7 기반 태양전지의 소자구조를 최적화 

하면서 9% 이상의 효율도 보고되었다[9]. 한편, PTB7

그림 1. 미국 신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공인 유기태양전지의 전력변환효율 차트(발
췌: https://www.nrel.gov/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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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측쇄(side chain) 구에 티오펜을 도입하며 공액구

조를 2차원으로 확장한 고분자인 PTB7-Th가 개발되

었는데, 이는 분자구조의 평면성과 전하이동도가 증

가되었고, 고분자와 풀러렌 박막의 구조를 최적화하

면서 10% 이상의 효율을 보고하였다[10]. 2차원 티오

펜계 측쇄가 도입된 BDT 기반의 고분자 전자주개가 

우수한 광전기적 성능을 보이면서 티오펜 측쇄에 다

양한 작용기를 추가 도입한 전도성 고분자들이 개발

되었다. 황(sulfur) 원자를 도입하여 전하이동도와 에

너지준위를 최적화 한 전도성 고분자(PBDT-TS1)는 

9.48%의 효율을 확보하였고[11], 불소(fluorine) 원자를 

도입한 전도성 고분자(PBDB-T-SF)는 8.89%의 효율

을 보이고 있다[12]. 특히 PBDB-T-SF는 비풀러렌계 

전자받개와 함께 13%의 효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태양전지의 광흡수 밴드갭과 개방전압(open 

circuit voltage, VOC)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어, 

낮은 밴드갭 고분자가 넓은 파장의 광흡수를 할수

록 광전압 생산에 있어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따

라서 더 높은 효율의 유기태양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광흡수와 광전압 생산을 최적화 하는 것이 중

요한데, 이러한 의도에서 중간 밴드갭 전도성 고분

자(medium band gap conjugated polymer)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중간 밴드갭 전도성 고분자는 일반적으로 

1.7~2.0 eV의 밴드갭을 가지는 고분자로, 유기반도

체의 엑시톤결합에너지 값인 0.3 eV 정도의 값을 빼

면 이론적으로 1.4 eV 이상의 개방전압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중간 밴드갭 고분자가 개

발되고 있으며, 본 연구자가 속한 연구 그룹에서도 

anthracene 계열[13]과 2차원 벤조디티오펜 계열[14]

의 고분자를 중간 밴드갭 고분자로 설계하여 10%에 

그림 2. 대표적인 전도성 고분자 전자주개 화학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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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효율의 유기태양전지를 보고한 바 있다. 최

근에는 낮은 밴드갭을 갖는 비풀러렌계 전자받개를 

사용하여, 넓은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서도 높은 개

방전압을 가져 10% 이상의 고효율 유기태양전지가 

개발되고 있다[15].

전자받개(electron-acceptor)소재 개발 현황 

(그림 3 참고)

유기태양전지의 대표적인 전자받개소재인 풀러렌

(fullerene) 기반의 유도체인 [6,6]- phenyl C61-butyric 

acid methylester(PC61BM)이다. PC61BM은 우수한 용

액공정성과 전자이동도, 그리고 뛰어난 열화학적 안

정성으로 인해 P3HT와 함께 사용되어 3% 이상의 효

율을 보여주었고, 이후 다양한 전도성 고분자에 대해 

우수한 전자받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PC71BM

은 비대칭 구조의 C70 기반의 유도체의 우수한 광흡

수 특성으로 인하여 유기태양전지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기존 풀러렌 유도

체를 개질하여 다양한 전자받개를 설계하였지만 눈

에 띄는 성능의 상승은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풀러

렌 유도체는 뛰어난 전기적 특성과 우수한 열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나 광흡수, 에너지 밴드갭 튜닝 

조절의 제한성, 낮은 점도, 합성 및 정제의 어려움으

로 인해 그 소재의 한계가 뚜렷한 바 연구자들은 새

로운 전자받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의 비풀

러렌계 전자받개를 개발해왔다. 먼저 비풀러렌계 저

분자 전자받개를 풀러렌으로 대체하여 높은 효율을 

가지는 유기태양전지가 보고되고 있다. 먼저 가장 대

표적인 저분자 전자받개는 ITIC가 있는데, 축합 공액

분자인 indacenodithieno[3,2-b]thiophene(IDTT)를 중

심에 배치하고 양단에 malononitrile group을 결합한 

구조이다[16]. 최근에는 ITIC말단에 methyl 치환기를 

도입하여 12% 이상의 고효율 비풀러렌계 유기태양전

지가 보고되었다[17]. ITIC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para 또는 meta 위치로 작용기를 도입한 결과 ITIC 대

비 광전기적 특성과 태양전지 특성이 모두 향상되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ITIC의 자기조립 특성을 개선하

기 위하여 불소원자를 도입한 ITIC-4F를 합성하여 유

기태양전지를 제작한 결과 더 개선된 태양전지가 개

발되기도 하였다. 한편 indacenodithiophene(IDT) 구조

에 rhodanine을 결합한 IDTBR도 개발되었는데, P3HT

와 결합하여 6.4%의 효율을 확보하였다[18].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근 저분자 비풀러레

곈 전자받개를 이용하여 높은 효율의 유기태양전지

그림 3. 대표적인 전자받개 화학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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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액의 점

도 조절이나 구조 변형의 제한성 탓에 대면적 태양전

지에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최근 고분자를 전자받개로 이용하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N형 전도성 고분자 기

반의 전자받개는 저분자 대비 화학적 구조 변화를 통

해 에너지 준위 조절이 용이하며 광전기적 특성 변

화가 자유롭다. 또, 용매 점도가 좋아 넓은 면적에서

의 용액 공정 유기태양전지 제작이 용이하다. 초기 n

형 고분자 전자받개는 polyphenylenevinylene(PPV)

계 고분자 기반의 n형 고분자를 주로 활용하였는

데, 이를 유기태양전지에 도입하여 1% 정도의 효

율을 갖는 유기태양전지를 개발하였다[19]. 이후 나

프탈렌(naphthalene)에 dicarboxylic imide로 치환된 

naphthalene diimide(NDI)계 고분자가 개발되었는데, 

NDI는 결정성이 우수하고 전자이동도가 높아 다양한 

유기전계트랜지스터(organic thi-fhilm transistors)에 활

용되어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

다. 가장 대표적인 NDI계 n형 고분자는 P(NDI2OD-

2T)로 초창기에 P3HT와의 함께 통해 1% 미만의 효

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용매 및 광

활성층 박막 구조 최적화를 통해 효율이 개선되었

다[20]. 한편 P(NDI2OD-2T)의 측쇄 길이를 조절한 

P(NDI2HD-T)가 국내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 

BDT계 고분자인 PBDTTTPD와 사용하여 6.64%의 효

율로서 PCBM 기반 소자의 효율(6.12%)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되었다[21]. 특히 고분자 전자받개는 기

계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PCBM을 사용한 소자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P(NDI2OD-

2T)에 불소원자를 도입하여 P(NDI2OD-2FT)가 개발

되었는데, 광전기적 특성과 결정성이 개선되었고, 유

기태양전지에 사용되었을 때도 6.71%로 P(NDI2OD-

2T) 대비 더 우수한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NDI 대비 공액 영역이 확장된 분자로 perylene 

diimide(PDI)가 있는데, PDI계 물질은 염료 및 안료로 

활용될 만큼 광특성이 우수하며, 뛰어난 열적 안정성

과 함께, 화학적·광학 적으로도 안정성이 높아, 이를 

n형 전도성 고분자로 합성하여 유기태양전지의 전자

받개로 활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학원(CAS)은 PDI 기반 고분자 전자받개인 PPDIDTT

를 BDT계 고분자 전자주개와 혼합하여 6.58% 효율의 

고분자-고분자 유기태양전지를 보고하였다[23]. 이는 

할로겐화 용매가 아닌 anisole을 사용한 결과로, 비풀

러렌계 유기태양전지의 친환경 공정 가능성을 보여

주는 연구이다. 현재 까지 PDI계 고분자가 NDI계 고

분자대비 낮은 태양전지 효율을 보이고 있지만, 박막

의 주쇄 및 측쇄 개선과 고분자-고분자 박막의 모폴

로지 제어, 구조 최적화 등을 통해 개선된 효율의 고

분자-고분자 유기태양전지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결론

본 기고에서는 소개한 유기태양전지용 고성능 고

분자 소재는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통해 광흡수, 전

하이동도, 결정성질, 박막의 구조특성 등을 자유자

재로 변화하여 태양전지의 전력변환효율을 개선해

왔다. 특히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비풀러렌계 전자

받개소재는 광특성이 매우 우수하고 합성 및 정제

가 간편하며 용액공정특성이 뛰어나 차세대 유기태

양전지 소재로 각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풀러

렌계 전자받개를 뛰어넘는 13% 대의 전력변환효율그림 4. 비풀러렌계 유기태양전지 및 투명 유기태양전지 소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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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어 유기태양전지의 산업화 및 상용화 가능

성을 높여주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조의 변화, 고

분자 주쇄 및 측쇄 개선, 광흡수 특성 개선 등을 통해 

더 높은 효율의 유기태양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새

로운 소재가 개발될 것이며, 이를 응용하여 투명 태

양전지, 유연 및 신축성 태양전지, 섬유형 유기태양

전지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고

성능 태양전지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 

본 기고에서 소개하는 광활성층 소재 이외에도 다양

한 전극 및 계면 소재의 개발과 함께 더 우수하고 안

정한 유기태양전지가 개발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러한 고분자 소재의 발전을 통해 태양전지뿐 아니라 

센서,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차세대 광전소자의 개

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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