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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페로브스카이트는 1839년 러시아에서 처음으

로 발견된 이후 광물학자 페로브스키(L. Perovski)
에 의하여 명명된 물질이다. 이러한 페로브스카이

트는 ABX3의 분자식을 갖고 있으며, 주로 A와 B
는 양이온 그리고 X는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ABO3 구조의 산화물 페로브스카이트

는 우수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미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A 자리에 1가
의 caesium (Cs+), methlyamonium (CH3NH3

+), 
formamidinium (CH(NH2)2

+) 등의 양이온이 위치

하고 B 자리에는 2가의 Lead(Pb2+), y, Tin (SN2+) 
등의 금속 양이온이 위치하며, X 자리에는 할로겐 

족(I-, Br-, Cl- 등) 음이온이 위치하여 결정구조를 

이루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물질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유/무기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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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페로브스카이트는 양자점(quantum dot, 0D), 
나노와이어(nanowire, 1D), 나노 플레이트(nano- 
plate, 2D) 및 벌크 박막(thin layer, 3D) 등의 차원 

조절에 기반 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태양전지는 20%가 

넘는 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3],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LED는 상용화된 OLED의 성능수준에 다

다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특히, 할로겐 원

소 혹은 양이온의 치환 등을 통하여 발광대역의 

확장 및 제어가 가능하므로 광전소자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대

역(optical, X-ray, and gamma-ray)에 적용 가능한 

광 검출기(photo-detector)에 적용된 연구성과도 보

고되었다[5-7]. 그러나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물

질을 보다 범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질 자

체가 갖고 있는 우수한 특성을 지속하기 위한 안

정성 확보, 그리고 독성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이 필수적이다. 낮은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의 합성 방법 및 표면처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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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결정 구조를 갖는 물질은 매우 뛰어난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최근 들어 태양전지, LED, 광검출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폭넓은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뛰어난 특성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성이 향상된 기술의 접목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최근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고분자 복합소재 기술 개발 및

응용 분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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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at. Commun., 10(520), 1-10 (2019).

Figure 1.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a) 일반적인 페로브스카이

트 저분자 박막 모식도, (b) 페로브스카이트-고분자 복합체 

모식도, (c) 페로브스카이트-고분자 복합체 제조 프로세스.

이 제안되어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

용되고 있다.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결합된 형태로 각 재료들이 갖고 있는 장

점들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여러 방면

에서 필요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필수불가

결한 소재로 알려져 있다[8].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에 기반한 고분자 복합소재(Figure 1)는 기존의 페

로브스카이트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차세대 

기술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연구분야로 

관심을 받고 있다[9]. 본 서지에서는 최근에 활발

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

브스카이트-고분자의 복합 소재가 적용된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여 보고자 한다.

2. 페로브스카이트-고분자 복합소재 응용기술

2.1. 태양전지 응용

태양전지 기술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로 변

환시켜주는 반도체 소자 기술이다. 연료감응, 유기

물, 고분자 및 양자점 태양전지 등 혁신적인 태양

전지 기술이 개발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24%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는 태양전지 기술이 보고되

었다[10].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은 2006
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후 유/무기 하이브

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를 갖는 할로겐화 

물질을 기반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용액 공

정을 통해 제작된 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은 저온에서 결정화되기 때문에 다결정 페로

브스카이트 필름의 입자 경계(grain boundary)를 따

라 많은 구조적 결함이 존재하게 되어 이는 궁극

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의 효율을 감소시키

게 된다[11-13]. 페로브스카이트 고분자 복합 소재

를 이용하여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 효율을 향상

시킨 연구가 보고되었다[14]. 긴 사슬구조의 고분

자가 입자경계를 연결하는 가교제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페로브스카이트-고분자 복합 브리지를 형성

하고, 이를 통하여 입자간 electrical decoupling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short-circuit current density 
(JSC), open-circuit voltage (VOC), fill factor (FF) 
특성 등을 포함하여 20.06%의 효율을 나타내는 태

양전지가 보고되었다(Figure 2). 특히, 대기 조건

에서 1000시간 동안 효율을 유지하는 등 수분, 빛, 
열적 환경에 대해서도 우수한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2. 발광소자(LED, light emitting diode) 응용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페로브스카이

트 발광 소재를 적용한 발광소자(LED)는 이미 대

표적인 디스플레이 소자인 OLED의 성능 수준까지 
다다르는 연구개발 성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페로

브스카이트 소재의 할로겐 족 음이온의 조성 변화

를 통하여 발광 파장의 확장, 좁은 반치폭(FW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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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width at half maximum)을 갖게 되므로 고효

율, 고색순도의 발광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15-17]. 
그러나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소자의 경우 

실용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그 중에서 소자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Liu와 Gao 그룹

에서는 diphenyl sulfone derivative(4,4’-dia- mino-
diphenyl sulfone, DDS)를 이용하여 페로브스카이

트-분자 복합 박막(perovskite-molecule composite, 
PMC)을 제조하였다[18]. 주요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페로브스카이트 입자사이 계면에서의 열화를 
전자수송 분자 매트릭스(electron-transfer molecular 
matrix)를 이용하여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기

반 하여 17.3%의 외부 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과 20 mA/cm2의 전류밀도에서 

100시간의 구동 수명(half-lifetime)을 갖는 페로브

스카이트 발광소자를 구현하였다(Figure 3). 이와 

같은 다양한 분자 반도체(molecular semiconduc- 
tors)를 활용하여 페로브스카이트 복합 소재에 적

용한다면, 향후 발광소자의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

한 페로브스카이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된다.

2.3. 전고체 전지(solid-state battery)

전고체 전지는 전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

터리이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하기 위

한 안전하고 저가의 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9-21]. 폴리(에틸렌 옥사

*출처: Nat. Commun., 10(520), 1-10 (2019).

Figure 2. 페로브스카이트-고분자 복합소재 기반의 태양전지의 고안정성 광발전(photovoltaic) 성능. (a) 수분 안정성 평가, 
(b) 내광성 평가, (c) 내열성 평가, (d) 광발전 성능 비교, (e) 전압-전류밀도 특성, (f) 태양전지 효율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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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PEO) 기반 전해질은 금속 리튬 양극과의 호

환성으로 인하여 고체 리튬 금속 배터리에 적용하

기에 매우 유망한 소재이다. 다만, PEO 고체 전해

질의 실온에서의 낮은 리튬 이온 전도도 때문에 

실제로 고 에너지 리튬 금속 전지에 활용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PEO/perovskite (Li3/8 

Sr7/16Ta3/4Zr1/4O3) 소재로 전해질을 제작하여 전고

체 전지를 구현하여 리튬 이온의 전도도 및 안정성

을 향상시킨 연구가 보고되었다.[22]. 이는 TFSI- 
(bistrifluoromethanesulfonimide)의 F-와 페로브스

카이트의 Ta5+표면의 강한 상호인력이 composite 
내에서 PEO와 perovskite 계면을 통하여 이온들이 

빠르게 이동하는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제

작된 유연 고체 전해질을 적용하였을 경우 각각 

25와 45 ℃에서 5.4 × 10-5 및 3.5 × 10-4 Scm-1의 전

도도를 나타내고, 700시간동안 안정적으로 충/방전

되는 전지를 구현하였다(Figure 4). 페로브스카이

트-고분자 복합 소재를 활용한 전해질은 높은 저

장 효율 및 안정적인 충/방전 속도를 갖는 전고체 

전지의 제작에 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4. 광 검출기

가볍고 구부릴 수 있는 플라스틱 기판에 제작된 

유연한 광 검출기(photodetectors)는 대면적 접이식 
디스플레이, 항공 우주 및 토목 공학 등에 적용할 

*출처: Proc. Natl. Acad. Sci., 116(38) 18815-18821 (2019).

Figure 4. 페로브스카이트-고분자 복합소재 기반의 전고체

전지. (A-B) 전고체 전지의 충방전 평가 결과, (C-D) 전기

화학 성능 및 사이클릭 안정성 평가 결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23-24]. 그 

중에서도 자외선(UV)에서 가시광선, 근적외선(NIR)
에 이르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광대역 광 검출기는 

이미지 감지, 통신, 환경 분야에 있어 특히 중요하

다[25-26]. 페로브스카이트(CH3NH3PbI3) 및 고분자

*출처: Nat. Commun., 11(891), 1-9 (2020).

Figure 3. 페로브스카이트-고분자 복합소재 기반의 발광소자 성능. (a) 페로브스카이트-분자 복합 박막(perovskite-molecule 
composite, PMC) 기반의 발광소자 모식도, (b-f) 발광소자의 특성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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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v. Mater., 28, 5969-5974 (2016).

Figure 5. 페로브스카이트-고분자 복합소재 기반의 광 검출

기 성능, 페로브스카이트 - 분자 복합 박막(perovskite-mole-
cule composite, PMC) 기반의 (a) 광 검출기 제작 모식도, 
(b) 광 검출기의 특성평가 결과.

소재(PDPP3T)의 이중층 복합 소재 기반의 유연한 

광 검출기 필름은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하게 제작

할 수 있다[27]. 1 V의 저전압 바이어스에서 작동

하는 이 유동성 합성물 광 검출기는 광 반응성이 

기존 대비 최소 8배 증가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Figure 5). UV-vis의 영역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CH3NH3PbI3)로 제작된 광 검출기와 비교한 결과 

최대 937 nm의 파장의 NIR 영역에서 특히 빛에 

민감한 광 반응을 보였다. 이 UV-vis-NIR 광 검출

기 또한 좋은 광 반응-조도 전력 의존성이 보고되

었고, 약한 빛을 감지하고 반복 가능하며 빠른 광 

스위칭 특성을 나타내는 광검출기가 구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다양한 페로브스카이트-고
분자 복합 소재 기반의 저비용, 고성능 광대역 광 

검출기 개발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3. 결론 및 전망

여기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고분자 복합 소재를 
활용한 관련기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페로

크스카이트는 이미 태양전지, 발광소자, 고체전지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어 괄목할 만한 성능 개

선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페로브스카이

트 소재 자체의 안정성 및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

다. 본 서지에서 소개한 고분자 복합 소재 기술을 

포함하여 소재 및 소자 단위에서의 페로브스카이

트 자체의 물성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성 기술이 

확보된다면, 앞서 언급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더 

뛰어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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