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전지 효율향상을 위한 강유전체의 연구동향

KIC News, Volume 24, No. 1, 2021   3

1. 서  론

1)

강유전체는 전자부품 및 소자,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오래 기간 동안 이용되어 온 소재이다. 이
와 같은 넓은 활용성은 강유전체의 여러 가지 독

특한 특성에 기인하는데, 대표적으로 높은 유전율

을 가지는 특성 덕분에, 반도체 산업에서 멀티 레

이어 세라믹 커패시터 등으로 광범위하게 전자소

자로서 사용되어 왔다[1-8]. 또한, 강자성체가 외

부 자기력에 대해 자발자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외

부 전기력에 대해 자발 분극을 유지하고, 피에조 

특성을 가짐으로써 압력센서, 가스센서로써 널리 

활용되어 왔다. 또한, 역피에조 특성을 활용한 에

너지 하베스터와 외부전압에 의한 유전율 변화로 

인해 차세대 메모리 소자로서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 널리 알려져 있던 반도체 소자인 HfO2에서

저자 (E-mail: bark@gachon.ac.kr)

도 강유전 특성을 보임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활용

이 기대되고 있다[9-11]. 강유전체는 자발분극으

로 인해 전하 분리가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어, 광전소자에서 형성된 전하를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광전

소재와 결합 시 특성 향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강유전체 자체의 광기전 특성 자체도 태양전지 소

재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강유전체의 광기전력 효과 등 이와 같은 연구

들은 기초적인 단계의 연구가 산발적으로 진행되

고 있으나, 아직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강유전 태양전지의 원리

소재의 밴드갭 값이 태양전지의 출력 전압이 되

는 기존 태양전지와 달리 복합산화물 기반의 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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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광전소재와 결합 시 특성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강유전체와 기존 태양전지와의 융합 연구들은

기초적인 단계의 연구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서지에서는 최근

에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한 강유전 기반 광소자와 그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강유전체 자체를 활용한 

태양전지와 유기태양전지, 실리콘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최근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태양전지

소재와 강유전체를 결합한 새로운 태양전지의 연구동향을 다룰 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자발분극에 의한 캐리어 이동의

변화는 에너지 소자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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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활용한 태양전지의 경우, 도메인 구조에 따

라 출력 전압을 도메인 숫자만큼 증가시켜, 고전압 
태양전지(200 V 이상) 작동이 가능하여[12-14], 
Figure 1에 보인 바와 같이, 새로운 개념을 통한 

태양전지 효율 향상이 가능하다[15]. 태양전지의 

전압은 태양전지 제작에 사용된 물질 고유의 밴드

갭 특성에 의해 결정되나, 강유전 특성을 가질 경

우 밴드갭의 배수로 전압의 증가 가능하여, 주사

탐침현미경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조절 가능하여, 
현재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0.9 V의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로는 달성 불가능한 200 V의 고전압 광

변환소자의 개발이 가능함이 알려져 있다[13]. 그
러나 강유전 물질의 경우, 소재의 높은 밴드갭으

로 인해 전체 태양광 스펙트럼에서 불과 5% 이하

만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여, 산화물 기반 태양

전지는 세계적으로 연구가 크게 진행되지 못하여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유

전 태양전지 활용을 위한 복합산화물 소재에서 밴

드갭 제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밴드갭 제어 방법 중 도핑 및 응력변화를 통한 

밴드갭 특성은 조절 방법은 반도체 물질들에서 널

리 응용되어 상용화되어 왔으나, 산화물 재료에서 

밴드갭의 제어 특성을 이용하는 연구는 극히 최근

에 시작되었다. 최근 초격자(super lattice) 박막을 

이용하여 복합산화물 기반 강유전체와 세라믹 박

막을 반복하여 PLD (pulsed laser deposition)으로 

증착 시켜, 밴드갭 제어 방식으로 향상된 광 흡수 
특성을 가진 강유전체 태양전지가 보고되었다[16]. 

그러나 여전히 광 변환 효율이 낮으면서도 증착 방

식이 복잡하여 고비용이 수반되어, 새로운 연구 방

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존과 같은 복잡하며 고비용인 초격자 박막 구

성없이도 도핑된 단결정 박막을 이용하여 샘플 전

체에서 균일한 특성을 가진 소자가 개발 가능하다

면, 대면적 증착에도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
격자의 경우 박막에서만 물성이 발현되는데 비해, 
박막이 아닌 벌크 형태에서도 밴드갭 제어가 가능

하여 기존 태양전지 기술과도 손쉽게 결합이 가능

할 것이다 [17].
추가적으로 강유전 특성을 가진 복합산화물은 

진동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는 에너지 하

베스터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소재로서, 밴드갭 

제어 산화물 소재를 이용하면 태양, 진동 양방향

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기능 에너지 소자 개발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몇 년간 금속, 세라믹, 고분자를 포함하는 

유무기 강유전 재료들은 다양한 형태로 기존 소재

의 광 특성 향상 및 그 결합기술에 활용되어 왔다. 
최근 태양광 분야에서 효율을 향상시키고 추가적

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강유전 재료를 이용하는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18-23]. 본 서지에서는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한 강유전 기반 광소

자와 그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강유

전체 자체를 활용한 태양전지와 유기태양전지, 실
리콘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최근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태양전지 소재와 강유

*출처: Materials Research Bulletin, 110, 39-49 (2019).

Figure 1. (a) p-n 접합 태양광 소자 및 (b)강유전체 태양광 소자의 작동 원리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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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결합한 새로운 태양전지의 연구동향을 다

룰 것이다.

3. 강유전체 기반 태양전지와 강유전체 결합 

태양전지

3.1. 강유전체 기반 태양전지

일반적인 강유전 소재는 자외선은 흡수가 가능

하나, 가시광을 흡수하기에는 밴드갭이 크고, 형성

된 전하가 충분히 이동하기 위한 전하 이동도를 가

지지 못해 흡광 대역이 좁고, 형성된 전하의 활용

성에서도 제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강유전체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밴드갭 

제어를 통한 흡광 대역의 향상과 도메인 바운더리

를 통한 캐리어 확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태양

전지로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다. 다양한 강유전 소재 중에도 철계 비스무

스 화합물에서 관련 연구가 주요하게 진행되어 이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강유전체와 기존 태양

지와의 결합 기술을 소개한다.
오랜 기간 연구된 BiFeO3에서 특히 우수한 결

과들이 보고되었다. Nie와 동료들은 용액 기반으

로 제조된 BiCrO3/BiFeO3 (BCO/BFO) 이중층 복

합막을 활용하였는데[24], BFO와 BCO 층의 결합

으로 인해 이중층 복합막에서 강유전 특성이 향상

되었고, 단일층에 비해 10~100배의 큰 향상을 보

고 하였다. BFO 혹은 BCO 단위 소재 박막에 비

해 광전지 스펙트럼은 적색 쪽으로 이동했고, 백색

광을 받았을 때 닫힌 회로 전류와 열린회로 전압

은 모두 단일층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유사한 소재를 활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펄스 레

이저 증착법을 이용해 CaRuO3를 전극으로 활용

한 LaAlO3 기판 위에 에피택셜 증착된 BFO/BCO 
다층 소재에서 1.2 eV의 광전압을 나타냈으며, 두
께 조절을 통해 0.013 mA/cm2의 전류를 나타내

어, 단일층 박막을 이용한 기존 보고에 비해 훨씬 

높은 값을 보고하였다[25]. 염료 감응형 전지와 유

사한 방식의 구조를 활용한 방식에서는 AM1.5 
(100 mWcm-2)의 조사 시에 0.67 V의 열린회로 전

압과 55%의 필팩터가 보고되었고, ITO/ZnO/BFO/ 
Pt 구조를 활용하여, 단일 레이저광 하에서 0.33%
의 효율을 기록하였다[26,27]. 

이와 같이 전통적인 강유전 소재를 활용하였을 

때는 기존 태양전지 소재에 비해 매우 낮은 광전 

특성이 보고되었으나, 그 이후 BFO/CFO의 복합체 
대신, 단위 결정상에서 결합되어 있는 Bi2FeCrO6 
더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활용한 연구에서 태

양전지로서의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Huang의 연구에서 이중 페로브스카이트 

Bi2FeCrO6 박막을 기반으로 한 p-i-n 이종 접합 소

자의 제작가능성을 보여주었고, AM1.5 조건하에

서 0.53 V, 8 mAcm-2를 생성하여 효율 2.0%를 달

성하였는데[28], 이는 기존 태양전지 및 반도체 소

자에서 활용되던 공핍층의 도입에 기인하는 것으

로 p-i-n 헤테로 구조의 도입이 강유전 기반 태양

전지에서도 여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이후, Figure 2에 보인 바와 같이, 
Necheche의 연구는 밴드갭 조절 및 강유전 도메

인 최적화를 통해 큰 잔류분극과 1.4 eV 근처의 

밴드갭 제어를 통해, 강유전 소재만으로 8.1%의 

높은 태양전지 효율을 보고 하여 강유전체 광전 

소자에서 보고된 가장 큰 PCE 값을 다층박막 구

조를 활용하여 달성하였다[29]. 이와 같은 우수한 

광전지 특성은 가시광 영역과 자외선 영역 사이의 

태양광 스펙트럼의 많은 부분을 흡수 가능하도록 

각 층의 광 흡수 대역을 훨씬 더 효율적인 흡수가 

가능토록 유도되었기 때문에, 전류 발생이 증가하

였기 때문으로 향후 강유전 태양전지 연구에도 많

은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강유전소재 기반 유무기 태

양전지 및 광전 소자에 활용되어 연구단계에서 긍

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자발분

극에 의한 광전 특성의 향상은 따라서 기존의 태

양전지와의 결합도 가능하므로, 기존 태양광 기술

과 결합하여 태양전지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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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유전체를 활용한 유기 태양전지

2011년 Yuan과 동료들은 강유전 폴리머와 유

기 태양전지를 활용하여, 태양전지의 특성을 강유

전 특성을 활용하여 증가시킬 수 있음을 성공적으

로 보여주었다[30]. 많은 경우, 태양전지 효율 감

소의 원인은 홀-전자 재결합에 의해 발생하는데, 
유기 태양전지의 경우, 전하를 이동시키는 모든 층

에서 이동도가 기존 반도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

므로 재결합에 의한 문제가 훨씬 치명적으로 나타

나게 된다. 기존 유기 태양전지에서도 반도체 고

분자-풀러렌 블렌드에서 전자와 홀의 재결합이 유

기 광전지 소자에서 에너지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자와 홀을 효율적으로 분리하여 

재결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바이어스 전압

이 필요한데, Figure 3에 제시된 강유전체 폴리머 

층을 디바이스에 삽입함으로써 영구적이며 상대

적으로 큰 내부 전기장을 형성시킬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외부 바이어스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고, 강유전체 층에 의해 유

도되는 50 V/µm의 전기장이 유도되므로, 기존의 

다른 방법이나 소재보다 수십 배 더 큰 효과를 유

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강유전체 고분자 층은 여러 종류의 

유기 광전지 소자의 효율을 층이 없는 경우, 1~2%
에서 층이 있는 경우 4~5%로 향상시켰다. 이러한 

향상된 효율은 형태학 및 전극 일 함수 최적화와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 달성된 것보다 10~20% 더 

높다. 이 소자들은 스위칭 가능한 다이오드 극성

과 가변 효율을 갖는 강유전체 광전소자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공법으로 제조된 

다공성을 조절한 유기 강유전체 박막은 광전자 응

용 분야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31]. 이후 아래에 

소개된 바와 같이, 실리콘 태양전지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도 동일

하게 특성 향상을 가짐이 확인되어 향후 관련 연

구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Nat. Photonics, 9, 61-67 (2014).

Figure 2. Bi2FeCrO6 다층 박막으로 제작된 태양전지의 특성, (a) Bi2FeCrO6 단층 구조의 전극 및 구성도, (b) AM 1.5G 
조명하에서 단층 소자의 J-V 특성, (c) 다층구조의 구조, (d) AM 1.5G 조명을 받는 다층 소자의 J-V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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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유전체를 활용한 Si 태양전지

강유전체의 특성을 통한 기존 태양전지의 성능 

향상은 다양한 소재에서 시도되었는데, 특히 최근 

태양전지의 성능 향상은 잘 알려진 폴리머 기반 

강유전체인 PVDF와 그 공중 합체를 층간으로 결

합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 접근법

은 광생성 전자 홀쌍이 절연체인 강유전체 중합체

의 구멍을 통해 운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유기 강유

전체 물질이 다공성 박막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32-34].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경진 교수팀은 간단한 

스핀 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조립 다공성 강유

*출처: Nature Materials, 10, 296-302 (2011).

Figure 3. 강유전 박막의 표면지형이 소자 성능에 미치는 영향. (a) 0-3 모노레 P (VDF-TrFE)를 갖는 P3HT : PC70BM 
소자의 IV 커브, (b) AFM으로 측정된 표면지형, (c-f) 2 모노레이어 샘플의 AFM으로 측정된 amplitude와 phase 이미지, 
(g) 2 모노레이어가 증착된 샘플의 Tomography와 전류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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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폴리머 박막을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35]. Figure 4와 같이 제조된 강유전체 다공성 박

막은 PEDOT : PSS/P(VDF-TrFE)/n-Si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에 적용이 가능하였고, 최적화된 소자의 

전력 변환 효율은 강유전체 층이 없는 소자보다 

10%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PEDOT : PSS/ 
P(VDF-TrFE)/n-Si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한 메커니즘은 유한차이 시간영역 시뮬

레이션을 기반으로 명확화 되었다.
강유전체 고분자는 태양전지의 광전 성능을 효

과적으로 개선하여, 전자-홀 쌍의 해리를 촉진하

기 위한 전기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성

된 전하가 개방된 기공으로부터 수집된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독특한 다공성 결정 구조를 가진 재

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핀 코팅에 기초한 변

형된 호흡 도형 방법을 이용하여 고결정성 및 다

공성 폴리 박막으로 가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였

다. 이 접근의 핵심 특징은 P(VDF-TrFE) 용액에 

소량의 물을 첨가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조된 나노

구조체나 필름보다 결정도 값이 현저히 높은 다공

성 강유전체 박막을 제조하는 것으로, 또한, n-Si/ 
PEDOT : PSS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와 다공성 

P(VDF-TrFE) 층간막은 개방 전압과 충전 인자를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자발적인 분극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차분 시간영역 시뮬레이션 

결과, 이러한 자연편파로 인한 전기장은 n-Si와 

*출처: Nano Energy, 41, 243-250 (2017).

Figure 4. PEDOT : PSS/P(VDF-TrFE)/Si 태양전지의 구조 및 다공성 P(VDF-TrFE) 박막을 PEDOT : PSS와 Si 사이에 삽입

한 후의 광전지 성능. (a) 구조 모식도; (b) 소자의 J-V 곡선; (c) 폴링 전압의 함수로서 개방 회로 전압; (d) 폴링 조건에 

따른 암전류 J-V 곡선; (e), (f) 양과 음의 폴링 조건 하에서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용 다공성 강유전체 P(VDF-TrFE) 층간의 

밴드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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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OT : PSS 사이의 Schottky 접합부의 내장된 

전기장을 증가시키고, Schottky 다이오드의 역 누

설 전류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3.4. 유기소재 기반 강유전체를 활용한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구조의 단순함과 이

상적인 밴드갭과 광 특성으로 인해, 안정성 및 납 

함유 등에 따른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이슈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받는 태양전

지 소재가 되었고, 최근 관련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36]. 특히 기존 태양전지 소재들이 대부분 진

공 기법을 이용한 물리적 박막 제조 공정을 활용

함으로서 고가의 장비들과 고온의 공정조건들이 

요구되는데 반해, 용액 기반의 단순한 화학 공정

을 통해 대면적의 고품질 증착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PSC에서도 강유전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소재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Figure 5와 같이 Sun
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폴리머 강유전체가 도입된 

연구가 보고되었다[37]. 특히 용액 공정의 장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강유전 층을 형성하는 대신 

CH3NH3PbX3 층 자체에 강유전 소재를 혼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였다[38].
고결정화 및 제어된 결정 방향을 갖는 CH3NH3- 

PbX3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은 기존에 비해 향상된 

전력변환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
개된 연구에서는 PbI2 용액에 소량의 고분자 

P(VDF-TrFE)를 첨가하여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결정성과 형태를 2단계로 조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P(VDF-TrFE)가 결정립 경계를 가교하고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

다는 것을 보여준다. P(VDF-TrFE) 농도를 조절하

여 제작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평방 cm당 

100 mW 단위의 표준조명 하에서 9.57 ± 0.25%에

서 12.54 ± 0.40%로 평균 전력변환효율이 향상되

어 31% 가까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2단계 증착 공

정에서 PbI2 필름에 고분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페

로브스카이트 필름의 결정성과 형태학을 제어하

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이 방법은 

*출처: J. Phys. Chem. C, 120(24), 12980-12988 (2016).

Figure 5. P(VDF-TrFe)가 증착 여부에 따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표면 지형과 생성 전류 밀도 및 전기적 특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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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다.

최근에는 문제가 되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

지의 공기내 안정성 및 수분에 의한 분해로 인한 

납 석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다.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다양한 태양전지 구성을 선택하여 그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연 기판에

도 적용이 가능하여 실리콘 이후의 태양전지 소재

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 따라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적합한 강유전 특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강유전체

를 조합한 상호작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
히 기존에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한, 무기 강유전

체와의 결합 연구가 필요하다. 연관성은 향후 구

체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겠지만, 결합기술 연구

에 있어서 큰 잠재성을 가질 것이라 전망된다.

4. 결론 및 전망

최근 강유전체 소재는 에너지 하베스터 등 IoT 
소자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소재 및 소자의 

가능성에 더하여 대용량 메모리 소재로서 활용할 

수 새로운 가능성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기존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기 어렵고, 고
온, 진공 공정들이 필요한 등 여러 가지 난관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강

유전 특성 적용 시 낮은 전하 이동도 및 광투과 성

능 저하 등으로 인해 적용 시에 오히려 전체 특성

이 저하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최근 폴리머 기

반 강유전 소재를 활용하여 이러한 적용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태양전지 소재들과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서는 광반응에 의한 생성된 전하가 태양전지 층으

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다공성 소재 제

작 기술, 저온 박막화 기술 등 최근 연구된 많은 기

술적 성취들이 강유전 소재와 기존 광전소자간의 

결합의 안정화 및 특성 향상의 어려움들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적용되

지 못했던 무기 강유전 소재 및 다층박막과 같은 

좀 더 복잡하지만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던 강유

전 소재들도 관련 연구들이 융합되며 흡광대역은 

향상시키고, 전하 이동도 저하는 낮출 수 있어 태

양전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강
유전 소재와 태양전지 소재의 융합은 밴드갭 등의 

전자구조 매칭, 원자결맞음을 통한 결정구조 매칭 

등 복잡한 소재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조절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발분극에 의한 캐리어 이동의 

변화는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되는 광전

수소 분해, 전지내의 전하 흐름에도 유사한 효과

가 존재하므로 강유전 소재의 다양한 특성과 광전 

특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융합연구가 향후 지속된

다면, 에너지 소자 전반에 기여하는 강유전 소재

의 특성과 물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강유전 

소재를 통해 만들어질 차세대 다기능성 태양전지 

및 에너지 소자는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현재

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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