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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화석연료 고

갈과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변화 등에 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 에너지로써 사용가능하다. 최근까지, 태양전지

의 발전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질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룸으로써 태양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사용

에 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태양에너지

는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이용할 수 없는 간헐적인 

저자 (E-mail: sanghan@gist.ac.kr)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하기 힘

들고 수요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사용 가

능한 에너지로 전환하여 저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소에너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로부터 생

산될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며 부

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고갈과 환경파괴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

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친환경의 저장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

러한 이유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

며 수소에너지를 차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

목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 수소

충전소 1200개소, 산업용 연료전지 15 GW,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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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기 오염원의 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를 체할 수 있는 차세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회에 유통되는 부분의 수소는 화석연료 개질을 기반

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2차 환경오염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이 태양에너지로부터 물을 분

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광전기화학 수소 생산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단 광전기화학 물분해 수소생산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수소를 충분히 생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류밀도, 과전압을 최소화하는 높은 개시전위, 및 그 생산비용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저렴한 공정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광전극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광소자용 소재로 각광을

받는 유기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가 상기의 조건들을 상당히 만족할 것으로 기 되고 있어 광전기화학

물분해 셀로 적용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유기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기반 광전기

화학 물분해 관련 최신 연구동향과 전망을 다루고자 한다.

Keywords: photoelectrochemical, organometal halide perovskite, water splitting, hydrogen production, encap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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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9).

Figure 1.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목표. 2040년까

지 수소차 620만대, 수소충전소 1200개소, 산업용 연료전

지 15 GW, 그리고 가정용 연료전지 2100 MW를 확보할 

예정.

가정용 연료전지 2100 MW를 확보하는 등 수소에

너지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Figure 1).
현재 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크게 제철

소의 부생수소, 가성소다 제조를 위한 전기 분해 

시 발생하는 부생수소, 화학물질 합성을 위한 전

기 분해 시 발생하는 수소, 화석연료의 개질을 통

해 생산되는 수소가 있다[1]. 또한, 전기분해에 사

용되는 전기가 화석연료 및 원자력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인 점과 실제로 사회에 공급 및 유통

되는 부분의 수소가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서 생

산된다는 점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지

속 가능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생에

너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그 중 무한한 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및 저장은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중 하나일 것이다. 태양에너지를 이

용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는 광전기화학전

지(photoelectrochemical cell, PEC)를 이용한 방법

과, 광촉매(photocatalyst)를 물에 분산시켜 수소를 

얻는 방법, 그리고 태양전지(PV)와 전기촉매(elec- 
trocatalyst)를 결합하여 태양전지에서 얻은 에너지

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PV-EC (pho- 
tovoltaic-electrolysis) 방법이 있다. 광촉매를 분산

시키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효율이 

낮고 PV-EC 시스템은 효율이 높지만 시스템을 구

성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복잡도(complexity)를 가

지고 있다. PEC cell을 이용한 수소 생산은 광촉매

와 PV-EC 시스템의 중간 정도의 효율과 복잡도를 

가지고 있으며 태양전지와 전지촉매의 결합이 아

닌 태양전지와 광전극(photoelectrode)의 결합인 

PV-PEC (photovoltaic-photoelectrode) 시스템을 구

성할 때에도 고효율의 광전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2].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장점들을 갖는 PEC를 이용한 수소 생

산에 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2. 광전기화학 물분해의 원리

광전기화학전지(PEC)를 이용한 수소 생산은 태

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표적인 

방법이다. 광전기화학전지는 태양으로부터 빛 에

너지를 흡수하는 반도체 광흡수층을 포함하는 광

전극에서 발생한 전자-홀 엑시톤(exciton)을 통해 

전력의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물을 산화-환
원 반응을 이용해서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를 생산

하는 방식이다. 효과적으로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는 먼저 광음극(photocathode) 부분에서는 p-type
의 반도체로 전도 (conduction band)가 H+/H2 re-
dox 전위보다 높아야 하며, 광양극(photoanode) 부
분에서는 n-type 반도체로 가전자 (valance band) 
준위가 H2O/O2 준위보다 낮아야 한다(Figure 2). 
또한 이론적으로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물 분해 

에너지인 1.23 eV 이상의 에너지가 요구되며, 실
제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물 분해 에너

지보다 과전압(overpotential)이 추가적으로 가해

진 1.6~1.7 eV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

로, 바이어스를 가하지 않거나 적게 가하는 물분해 
시스템을 위해 밴드갭이 큰 전이금속 산화물(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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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광전기화학 전지를 통한 물분해. 효과적으로 물

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음극(photocathode) 부분에

서는 p-type의 반도체로 전도대(conduction band)가 H+/H2

redox 전위보다 높아야 하며, 광양극(photoanode) 부분에

서는 n-type 반도체로 가전자대(valance band) 준위가 H2O/
O2 준위보다 낮아야 한다. 본 그림의 예시는 광음극을 통

한 물분해이다.

WO3, BiVO4, Cu2O 등) 들이 초기에는 선호되어 

연구되었다.
하지만, 밴드갭이 큰 물질들의 경우 역으로 가

시광 흡수율이 떨어지고 생성되는 엑시톤이 양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밴드갭이 큰 물질들의 경우 실용화 측면에

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광전류 밀도(8 mA cm-2 이
상)를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1]. 또 다

른 광음극 소재이며 전통적인 태양전지 소재인 실

리콘의 경우 낮은 밴드갭 1.1 eV으로 높은 광전류

밀도를 보이며 특히 촉매를 적용해 실리콘 표면에

서의 낮은 수소 생성 반응 역학을 개선하여 개시 

전위가 기존 실리콘 비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낮

은 개시 전위(0.2~0.5 eV)로 인해 실질적인 무전압

(bias-free) 물분해 시스템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3].
결국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최근 tan-

dem 구조, dual-PEC 시스템(광양극-광음극), 태양

Figure 3. 무전압 광전기화학 물분해(bias-free photoelec- 
trochemical water splitting)를 위한 시스템.(a) 탠덤(tan- 
dem) 구조의 광음극,(b) 광음극과 광양극을 모두 이용한 

시스템,(c) 태양전지(PV)와 광음극을 연결한 시스템.

전지와 광전기화학 셀을 조합한 PV-PEC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Figure 3). PV-PEC 시스템은 태양

전지와 전기분해를 조합한 PV-EC 시스템보다 낮

은 효율을 보인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GaAs 계열의 반도체를 tandem 구조로 제작하여 광

전류와 개시전위를 동시에 향상시켜 무전압으로 

물분해가 가능하게 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4]. 하지만, 상 적으로 매

우 고가인 3-5족 반도체 소재가 적용됨에 따라서 

실제 수소 생산단가를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tandem 구조 혹은 dual PEC 구
조를 구현해 실질적인 무전압 수소 생산을 위해서

는 적절한 밴드 위치, 높은 개시전위 및 광전류밀

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상 적으로 저렴한 새로운 

소재에 한 개발이 요구되며, 최근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유기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orga- 
nometal halide perovskite, OHP) 소재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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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기화학 물분해 셀의 광전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5].

3. 유기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3.1. 유기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특성 및 장단점

유기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페로브스카

이트)는 ABX3의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를 가

지고 있으며 A 자리에 주로 유기분자 양이온 메틸

암모늄(MA, CH3NH3+), 포름아미디늄(FA, HC- 
(NH2)2+), 혹은 Cs+이 위치하며 B 자리에는 주로 

금속양이온 Pb2+ 혹은 Sn2+이, X 자리에는 할로겐 

음이온 I-, Br-, Cl-가 위치한다[5](Figure 4a). 페로

브스카이트는 주로 태양전지의 광활성층으로 사

용될 만큼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표적인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중 하나인 메틸암묘늄요오

드화납(MAPbI3)는 1.5 eV의 작은 밴드갭을 가지

고 있어서 넓은 영역의 빛을 흡수 할 수 있으며 조

성의 변화로 밴드갭의 조절이 가능하다. 페로브스

카이트의 낮은 엑시톤 결합 에너지(exciton bind-
ing energy)는 광 조사 시에 생성되는 전자 및 정

공의 재결합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높은 개방전

압(open-circuit voltage)을 얻게 한다[6]. 또한 용액

공정 시에 높은 결정도를 갖기 때문에 트랩밀도가 

낮아 높은 효율을 기 할 수 있다[7]. 게다가 낮은 

온도에 용액공정이 가능하고 재료 또한 지구에 많

이 존재하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8].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의 장점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높은 효율로 많은 발전을 이

루어 왔다.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페로브스카

이트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기본적으

로 페로브스카이트는 수분, 열, 빛에 취약한 특성

을 가지고 있다[9]. 또한 재료 내부에서의 이온 이

동은 재료의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10].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페로브

스카이트를 광전기화학 물분해의 재료로 이용하

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광흡수층으로써의 장점들

이 많고 결정적으로 물분해에 알맞은 밴드 위치[5]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광전기화학 물분

해는 충분히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Figure 4b). 물
분해를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극은 완성

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주로 이용한다. 이
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충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 광흡수층

이나 전하 수송층은 주로 태양전지의 것을 사용한

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물분해는 재료 

자체의 성능 향상보다는 수분에 약한 페로브스카

이트를 광전극의 광흡수층으로 사용한다는 역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로 광전기화학적 안정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출처: Adv. Energy Mater., 10, 1902433 (2020).

Figure 4. 효과적인 수소생산을 위한 유기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organometal halide perovskite). (a) 유기금속 할라

이드 페로브스카이트의 일반적인 결정구조, (b) 물분해를 위한 반도체 소재(p-Si, CdS, and TiO2)와 유기금속 할라이드 페로

브스카이트의 밴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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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기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음극

광전기화학 물분해에서 광음극은 물을 분해하

여 수소 기체를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생성

된 전자가 전해질 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역구조

(inverted structure, p-i-n)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태양광 아래에서 빛을 

받게 되면 광생성되는 정공은 정공 수송층(HTL, 
hole transport layer)과 하부전극을 통해 상  전

극(counter electrode)에서 산소 생성 반응(oxygen 
evolution reaction, OER)을 위해 사용된다(Figure 
5a). 반면, 광생성된 전자는 전자 수송층(ETL, elec- 
tron transport layer)과 상부전극을 통해 전해질로 

이동하여 수소 생성 반응(hydrogen evolution re-
action, HER)을 위해 사용된다(Figure 5a). 페로브

스카이트 기반 광음극의 연구 동향은 주로 보호층

을 이용한 안정성 향상과 광흡수층인 페로브스카

이트 물질의 조성 변화로 안정성이 향상된 페로브

스카이트 광음극에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3.2.1. 가용성 금속(fusible metal) 보호층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음극은 2016년에 처음

으로 MAPbI3 광흡수층에 가용성 금속인 field’s 
metal (In-Bi-Sn)을 보호층으로 사용하여 보고되었

다[11]. Field’s metal은 녹는점이 62도로 낮기 때

문에 열을 가한 액체 field’s metal을 페로브스카이

트 태양전지 위에 가공 후에 열이 식으면 고체상

태의 field’s metal이 광음극의 보호층 역할을 하게 

된다. 처음 보고된 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음

극은 0 VRHE에서 -9.8 mA cm-2의 광전류 밀도와 

1시간가량의 안정성을 보였다. 이후 Field’s metal
은 다른 페로브스카이트 광음극의 보호층으로 널

리 사용되며 나중에 서술할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양극에서도 보호층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

고되었다.

3.2.2. 금속산화물 보호층

금속 산화물인 TiO2와 Al-doped ZnO를 원자층 

증착법(ALD)으로 증착하여 보호층으로 사용한 사

Figure 5.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극에서의 광전기화학

적 물분해 메커니즘. (a) 광음극의 예시: 광생성된 전자는 

전자 수송층(ETL, electron transport layer)과 상부전극을 

통해 전해질로 이동하여 수소 생성 반응(hydrogen evo- 
lution reaction, HER)을 위해 사용된다. (b) 광양극의 예시: 
광생성된 정공(hole)은 정공수송층(HTL, hole transport 
layer)을 통해 상부전극으로 이동하여 산소 생성 반응(oxy- 
gen evolution reaction, OER)에 사용된다.

례도 보고되었다[12,13]. TiO2를 보호층으로 이용

한 페로브스카이트 광음극은 -10.5 mA cm-2의 광

전류 밀도와 2시간가량의 안정성을 보고하였으며 

Al-doped ZnO를 보호층으로 이용한 페로브스카

이트 광음극은 -14.3 mA cm-2의 광전류밀도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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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안정성을 보였다. TiO2와 Al-doped ZnO를 

보호층으로 사용한 페로브스카이트 광음극은 모두 
보호층을 증착하기 전보다 더 높은 안정성을 보이

며 금속산화물 증착의 보호층으로써의 가능성을 

보고했다.

3.2.3. 금속 포일(Ti foil) 보호층

금속 포일인 Ti foil을 보호층으로 사용하여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및 전도성 실버 페인트와 

함께 샌드위치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음

극이 보고되었다[14]. Ti foil은 수백 마이크로미터

의 두꺼운 두께이므로 이를 보호층으로 사용 시 수

분의 침입을 거의 완전하게 막을 수 있다. 그 결과 

Ti foil 보호층은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음극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고 -14.3 mA cm-2

의 높은 광전류 밀도를 12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구동하였음이 보고되었다.

3.2.4. 흑연 에폭시(graphite epoxy) 보호층

최근에는 희토류 금속 중 하나인 인듐이 들어간 

field’s metal (In-Bi-Sn) 신에 흑연 에폭시를 보

호층으로 사용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음극을 보고하였다[15]. 경
제적으로도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graphite ep-

oxy 보호층을 사용하여 -15 mA cm-2 가량의 높은 

광전류밀도와 96시간의 현재까지 가장 안정적인 

광전기화학전지 구동을 보였다(Figure 6a).

3.2.5. 페로브스카이트 조성변화

삼중 양이온 페로브스카이트는 유기분자 양이

온인 MA+ 이외에 FA+와 Cs+를 치환하면 수분 및 

빛과 열에 더욱 안정하게 만든 것이다. 예상 로 

같은 보호층인 field’s metal을 사용하였지만 안정

적인 삼중 양이온 페로브스카이트의 사용으로 기

존의 MAPbI3 광음극보다 더 높은 광전류 밀도인 

-12.1 mA cm-2가 보고되었고 5시간 이상의 안정

성이 보고되었다[16]. 더 안정적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음극을 위해 MA나 FA와 같은 유기분자 

양이온 없이 Cs만을 사용한 무기금속 할라이드 페

로브스카이트를 광활성층으로 사용한 광음극도 보

고되었다[17]. 비교적 낮은 -1.2 mA cm-2의 광전

류밀도를 보였지만 1.12 VRHE의 높은 개시전위와 

안정성을 보였다. 비록 1시간까지만 안정성을 측

정하였지만 1시간동안 광전류밀도의 94%를 유지

하며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

3.2.6. 보호층-광흡수층 연결 재료

이전까지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

*출처: a. Adv. Funct. Mater., DOI:10.1002/adfm.202008277; b. Adv. Funct. Mater., 2008182 (2020).

Figure 6. 가장 높은 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광음극. (a) 금속 포일(Ti foil)과 태양전지를 공정 합금(eutectic alloy)으로 연결

하여 가장 높은 광전류밀도를 보임. (b) 흑연 에폭시(graphite epoxy)를 보호층으로 사용한 가장 안정적인 광음극이 보고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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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주목해야할 안정적인 페로브스카이트 광음

극의 조건 중 하나로 연결 재료가 있다. 이 연결재

료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보호층인 금속 

포일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재료이다. 최근에 

보고된 논문에서 Ti foil과 페로브스카이트 광흡수

층을 In-Ga 공정합금(eutectic alloy)을 이용하여 연

결한 사례가 있었다[18]. 완성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수송층과 

전극까지는 효율적인 광 생성된 전하 수송이 보장

되지만 그 이후에 Ti foil까지 전하수송이 원활하

게 되어야 전해질에서 물의 분해 및 수소가 효율

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가 보통 20 mA cm-2의 높은 단락전류(short-circuit 
current)를 보이는 반면에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광전극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전극 내

부 어디에선가 효율적인 전하수송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기존에는 실버 페인트 

계열의 연결 재료가 사용되었지만 이와 비슷한 실

버 에폭시의 유기 용매가 페로브스카이트 광흡수

층에 오래 노출 시킬 경우 물질의 성능저하가 일

어날 수 있음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

트 광흡수층과 오래 접촉해 있어도 안정적인 특성

이 요구된다.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In-Ga 공정합금

은 이러한 용매 없이도 액체 금속이기 때문에 가공

이 가능하며 기존에는 실리콘 계열의 광전극의 후

방 전극(back electrode)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미 검증된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지고 있어서 보호

층과 광흡수층 사이 연결재료로 적합하다. In-Ga 
공정합금과 Ti foil 보호층을 이용한 이 광음극은 

지금까지 보고된 광음극 중 가장 높은 -21.6 mA 
cm-2의 광전류밀도와 안정적인 52시간의 안정성

을 보였다(Figure 6b). 

3.3. 유기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양극

광전기 화학 물분해에서 광양극은 물을 분해하

여 산소 기체를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생성

된 정공이 전해질 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정구조

(normal type, n-i-p)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태양광 아래에서 후방 조광

을 받게 되면 광생성된 전자는 전자수송층과 하부

전극을 통해 상 전극으로 이동하여 수소 생성 반

응에 기여한다(Figure 5b). 반 로 광생성된 정공

은 정공수송층을 통해 상부전극으로 이동하여 산

소 생성 반응에 사용된다.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

양극의 연구 동향도 역시 주로 보호층을 이용한 안

정성 향상과 광흡수층인 페로브스카이트의 조성 

변화로 안정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광전기화학

전지 구동을 하게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3.3.1. 금속 보호층

페로브스카이트 광양극은 광생성된 정공을 이

용하기 때문에 전해질과 닿는 부분에 일함수가 높

은 Au를 전극으로 사용한다. 여기 니켈(Ni) 금속을 
추가로 증착하여 보호층의 역할과 산소 생성 촉매

로써의 역할을 하게 한 가장 기본적인 페로브스카

이트 광양극이 2015년에 최초로 보고된 것이 페로

브스카이트 광양극 연구의 시초가 되었다[19]. 최
초로 보고된 이 광양극의 광전류 밀도는 1.23 VRHE

에서 10 mA cm-2 이상으로, 당시의 광양극으로는 

높은 광전류 밀도이지만 20분도 채 안 되는 안정성

으로 수분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며 금속 증착을 통

한 보호층보다 더욱 향상된 보호층이 요구되었다.

3.3.2. 가용성 금속(fusible metal) 보호층

가용성 금속인 field’s metal은 페로브스카이트 

광음극의 보호층으로 처음 연구된 이후로 페로브

스카이트 광양극의 보호층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

이 보고되었다[20]. Field’s metal 보호층을 사용한 

광양극은 16 mA cm-2의 현재까지의 페로브스카

이트 광양극 중 가장 높은 광전류 밀도와 6시간가

량의 향상된 안정성을 보였다(Figure 7a).

3.3.3. 전도성 카본 페이스트 보호층

전도성 카본 페이스트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광

양극의 보호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도성 카본 페

이스트를 실버 페인트로 연결한 페로브스카이트 광

양극의 경우 12.4 mA cm-2의 약간 낮은 광전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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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였지만 12시간가량의 향상된 안정성을 보

였다[21].

3.3.5. 페로브스카이트 조성변화

광음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기분자 양이온 

없이 Cs만을 사용한 무기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

카이트를 광활성층으로 사용했고 흑연 시트(gra- 
phite sheet)를 보호층으로 사용한 광양극의 높은 

안정성이 보고되었다[22]. 무기금속 할라이트 페

로브스카이트 광음극의 경우와 같이 2 mA cm-2로 

다소 낮은 광전류 밀도를 보였지만 30시간 이상의 

현재까지의 페로브스카이트 광양극 중 가장 안정

적인 광전기화학 구동을 하였다(Figure 7b).

3.4. 유기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셀

광전기화학전지를 이용한 물분해에서 궁극적으

로 추구하는 것은 무전압 광전기화학 물분해(bias- 
free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이다. 무
전압 광전기화학 물분해를 위해서는 적절한 밴드 

위치, 높은 개시전위 및 광전류밀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저렴한 소재에 한 개발이 필요하다. 광
음극의 경우, CIGS(Cu-In-Ga-Se)로 표되는 칼

코겐화합물 및 실리콘 계열 광음극이 높은 효율을 

보인다. 하지만 칼코겐화합물은 희토류 금속인 In
과 Ga의 포함 외에도 고온 및 칼코겐 분위기에서

의 제조해야 하므로 제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23]. 실리콘 계열 광음극의 경우 단일 p-type 실리

콘 광음극의 경우 개시전위가 낮기 때문에 많은 

전압이 필요하다[3]. 이를 해결하기 위해 n-type 
도핑으로 n+p-type 실리콘의 제조가 필수적이지만 

n-type 불순물(dopant)의 열적 확산에 필요한 높은 

온도가 요구된다[24]. 탠덤 셀에서의 광음극을 페

로브스카이트 기반으로 구성할 경우에 페로브스

카이트 광음극의 높은 개시전위(평균적으로 약 1 
VRHE)와 광전류밀도(-15~20 mA cm-2)로 인해 높

은 무전압 수소생산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 광음극-비스무스 바나데이트

(BiVO4)로 구성된 탠덤 셀은 0.35%의 높지 않은 

태양-수소 변환 효율(solar-to-hydrogen conversion 

*출처: a. ACS Appl. Mater. Interfaces, 10, 14659-14664 (2018); b. Nat. Commun., 10, 2097 (2019).

Figure 7. 가장 높은 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광양극. (a) 가용성 금속(fusible metal)을 보호층으로 사용하여 가장 높은 광전

류밀도의 페로브스카이트 광양극이 보고됨. (b) 무기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를 흑연 시트(graphite sheet)로 보호한 

가장 안정적인 페로브스카이트 광양극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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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STH)을 보였지만[16], 최근 보고된 페

로브스카이트 광음극-BiVO4 탠덤 셀은 1.26%로 

무전압 광전기화학 물분해로의 페로브스카이트 광

음극의 가능성을 보였다[15]. 페로브스카이트 기

반 광양극의 경우 아직 효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

에 이를 이용한 탠덤 셀은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

다. 페로브스카이트 광양극의 효율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적합한 광음극으로 탠덤 셀을 구성한다

면 페로브스카이트 광양극 또한 무전압 광전기화

학 물분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및 전망

유기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는 광흡수층

으로 사용하기에 뛰어난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저

렴한 가격에 저온 공정을 통해 제작할 수 있기 때

문에 광전기화학 물분해의 광전극 후보로 적합하

다. 하지만 빛, 수분 및 열에 취약한 성질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광전기화학 물분해의 광전극

으로 사용하기에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보호층과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조성 

변화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 끝에 가장 높은 광전류밀도를 보이는 페로브

스카이트 광음극은 0 VRHE에서 -21.6 mA cm-2이

며, 52시간의 안정성을 보였다. 그리고 가장 안정

적인 페로브스카이트 광음극은 -15 mA cm-2의 광

전류밀도와 96시간의 광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보

였다. 또한 가장 높은 광전류밀도를 보이는 페로

브스카이트 광양극은 1.23 VRHE에서 16 mA cm-2

이고, 6시간의 안정성을 보였다. 가장 안정적인 페

로브스카이트 광양극은 30시간 이상의 안정성을 

보였다. 페로브스카이트 광음극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1 VRHE 정도의 높은 개시전위와 -15 mA cm-2 
정도의 높은 광전류밀도, 그리고 최  96시간의 

안정성 덕분에 BiVO4 등의 광양극과 함께 탠덤 

셀(tandem cell)을 이루어 무전압 광전기화학 물분

해(bias-free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에 적합하다.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 광양극의 경

우 안정성 측면에서도, 개시전위와 광전류밀도 측

면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정구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경우 또한 20 mA cm-2 
이상의 높은 단락 전류를 보이기 때문에 광양극의 

경우도 더욱 연구가 진행된다면 20 mA cm-2 이상

의 높은 광전류밀도를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극의 전망은 앞으로

도 안정성과 광전류밀도, 그리고 개시전위 향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페로브

스카이트 광음극과 함께 구성된 BiVO4가 아닌 실

리콘 기반의 광양극 등의 높은 광전류밀도를 보이

는 광양극과 페로브스카이트 광음극으로 구성된 

텐덤 셀도 기 해볼만 하다. 궁극적으로는 페로브

스카이트 광음극과 페로브스카이트 광양극을 연

결하여 탠덤 셀을 구성하면 10% 이상의 태양광-수
소 변환효율을 이루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극, 
특히 광음극의 경우 백금과 같은 값비싸고 희귀한 

촉매가 사용되었다. 비록 수소화효소(H2ase) 촉매

를 사용한 광음극이 보고되었지만 -5 mA cm-2로 

아직 낮은 효율이다[25]. 백금 이외에 값싸고 효율 

좋은 수소 생성 촉매를 보호층과 결합하여 페로브

스카이트 광음극을 제조한다면 이후의 상용화 단

계에서 제조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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