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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유무기 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는 독특

하고 뛰어난 광전기적 특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광전소자(태양전지, 발광다

이오드, 포토디텍터 등)에 응용되고 있다[1-4]. 페
로브스카이트는 ABX3구조의 화학식을 가지며, 
B2+와 X-의 이온성 BX6 팔면체 단위체가 3D 구조

체를 이루고 있다[5,6]. 이때 A위치를 차지하는 양

이온의 크기 및 특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격자 길이를 가지며 질서-무질서 결정 구조의 변

화가 유도되어, 전하 이동 속도와 재결합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7].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전지 응용에 최적화된 뛰어난 광전 특성을 보

주저자 (E-mail: minkim@jbnu.ac.kr)

이며, 예를 들어 직접전이 밴드갭(direct bandgap)
을 가지고 높은 전하 이동도(2 cm2 V-1 s-1), 긴 전

하 확산 길이(~2 μm in MAPbBr3 single crystal), 
그리고 낮은 엑시톤 결합 에너지(20 meV)를 가진

다[8-10]. 특히, 결점에 대한 내성 효과(defect tol-
erance)와 용액 공정 적합성은 차세대 태양전지로 

최적화된 소재로 응용될 수 있게 한다. 
수십 년간 반도체 양자점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또한 나노결정, 양
자점의 형태로 합성하여 응용하는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11].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

결정으로 제한되어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는 벌크 

필름과 달리 이온화 결점이 화학적으로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하고, 엑시톤 결합 에너지 또한 제어

될 수 있어 광전 소자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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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뛰어난 광전기적 특성과 표면 개질 용이성, 그리고 다양한 용액 공정 응용 가능

성을 바탕으로 나노결정을 활용한 태양전지 응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나노결정의 표면 및 결점

제어에 대한 화학적 이해와 공학적 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광전소자의 효율을 향상시켜 왔으며, 최근 16.6%
광전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태양전지가 발표되었다. 나노결정을 태양전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전특성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구동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나노결정의 반응성이 높은 표면을 효율적으로

개질해야 한다. 이 총설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표면 화학에 대한 기본 이해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리간드

치환 방법, 그리고 나노결정을 태양전지에 적용하기 위한 공학적 접근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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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히, 나노결정의 크기 및 리간드의 화학적 

결합 종류에 따라 밴드갭과 발광양자효율이 자유

롭게 조절될 수 있으며, 이는 나노결정의 공정 용

이성과 더불어 페로브스카이트를 뛰어난 광전소

재로 연구할 가치를 높여준다.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은 크기 조절 외에도 

다차원 나노구조 제어 및 조성 다변화를 통하여 

광전자 특성의 폭넓은 조절이 가능하며, 특히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표

면의 화학적 상태 엔지니어링이 나노결정 소자 응

용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나아가, 페로브스카

이트 양자점의 표면 특성은 광전자소자의 구동 안

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13]. 본 총설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 표면에 대한 분석과 개

질, 그리고 태양전지 디바이스로 응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특성 및 리간드 

부동태화 전략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광전기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표면 화

학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ABX3 결
정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가 결정화될 때, 박막의 

종단표면 화학상태는 공정 조건 및 조성비에 따라 

PbX2 혹은 AX로 이뤄지게 된다[14]. 페로브스카

이트의 표면 화학 상태에 따라 화학 구조적 특징 

외에도 에너지 밴드 정렬, 열역학적 안정성, 결점 

상태 등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Figure 1)[15]. 특히, 페로브

스카이트 종단 표면 구조에 따라 박막 표면과 

내부(bulk)가 다른 전자 띠 구조(electronic band 
structure)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소자로 제작된 

경우 삽입층과의 밴드 정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 또한, 열역학적 안정성 측면에서 종단표

면 구조는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MAPbI3의 

경우 PbIx의 (110), (001) 공공 종단면이 PbX2-rich 
종단면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되지만, 수분에 노출

되면 물 분자와의 상호 작용 차이로 인해 빠르게 

수화될 수 있기 때문에 PbX2로 변화될 수 있다

[17]. 그리고 용액 공정된 페로브스카이트에 분포

하는 결함은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Figure 1. (a) Schematic drawing of perovskite crystal structure, ABX3. (b) Band-structure of two types of semiconductors: 
conventional defect-intolerant semiconductors (left) and defect-tolerant perovskite nanocrystals (NCs) (right). (c) Relaxed 
surface structures and their surface charge distribution of the HOMOs[17]. (d) Types of defects in lead-halide perovskites: 
perfect crystals, A-site vacancy, B-site vacancy, and X-site vac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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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결함의 종류로는, 점결함(원자 규모)과 구조적 

결함이 있다[18]. 점결함(point defects)은 원자가 

격자 자리에 없는 공공(vacanies), 원자가 격자 자

리 사이에 있는 침입형 결함(interstitial defects), 
다른 원자의 격자 자리를 차지하는 원자가 있는 

치환형 결함(anti-site defects)이 있다. 구조적 결함

은 전위, 결정립계, 한 쌍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비

어있는 쇼트키 결함, 공공 점결함과 침입 결함을 

동시에 형성하는 프렌켈 결함이 있다. 페로브스카

이트는 형성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침입형 결함, 
치환형 결함과 같은 깊은 트랩이 있는 점결함보다

는 공공 결함이 주로 생성되어 있으며, 배위되지 

않은 Pb2+ 이온, 할라이드 공공 및 표면 전하 결함

일 가능성이 높다[19].
페로브스카이트는 용액 공정 용이성을 바탕으

로 다양한 나노 결정 합성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반도체 양자점 합성법인 열주입(hot-injection)방법

을 비롯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재결정방법, 수
열합성 방법, 기계적 분쇄 방법 등을 적용해 왔다. 
이러한 합성 방법 및 조건에 따라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은 양자점, 나노선, 나노판 등의 다양한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폭넓은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Figure 2)[20-22]. 더욱이, 페로브스카이트 

표면 화학으로부터 유래한 독특한 특성 변화는, 
양자점의 결정 형태로 합성하게 되었을 때 더욱 

큰 영향력을 보이게 된다. 이는 수십 나노미터 크

기의 양자점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가 벌크 

내부에 존재하는 원자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며, 
나노결정은 표면 특성에 의해 광학적, 전기적, 열역

학적 특성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23]. 이러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의 광전 특성을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이
는 다양한 광전 소자로의 응용을 가능하게 한다.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표면은 벌크 상태일 

때보다 공공의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제어 방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CsPbX3 구조 나노결정의 Cs+와 X- 이온은 용액 

상에서 비용매의 영향으로 쉽게 분리되어 A자리 

및 X자리 표면 공공을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양자

점의 응집을 발생시키게 된다[23, 24]. 최근, 
Alivisatos 연구팀은 DFT계산과 실험결과를 연계

하여 표면 화학과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특성 사

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25]. Br 및 I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에 비해 Cl 기반 페로

브스카이트 양자점의 경우, 표면 할라이드 공공의 

에너지 레벨은 깊은 중간 단계에 위치하며, 이에 

의해 Cl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양자발광

효율(Photoluminescence Quantum Yield, PLQY)
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26].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표면의 아래 배위된(undercoordinated) 납 

원자는 일반적으로 전하 트랩 센터로 작용하여 태

양광 소자에서 전하 추출을 억제한다[27, 28]. 따
라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표면 결함 공공을 

부동태화(passivation)하는 것은 고성능 태양광 장

치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합성 시, 무극성 용매

에서 나노결정을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안정화시

키기 위해 리간드의 도입이 필수이며, 대표적으로 

올레익산(oleic acid, OA)과 올레일아민(oleyl amine, 
OAm)과 같은 장쇄 유기 리간드가 콜로이드 형태

의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을 합성하는 데 사용된

다[20,21]. 이들 장쇄 유기 리간드를 이용하여 페

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표면 결함을 효과적으로 

부동태화할 수 있으며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높은 PLQY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리간드와 결합

되어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의 표면 화학

은 일반적인 박막 형태보다 더 복잡한 특성을 지

닌다[29].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OA와 OAm
은 염기-산 쌍으로 산에서 아민으로 양성자를 교환

하며, OAm은 암모늄 양이온(R-NH3
+)을 형성하며 

NC 표면의 A 자리를 차지한다. 이론적으로 R-NH3
+ 

리간드는 나노결정 표면의 A양이온 절반 가량을 

대체하며 Br- 음이온과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비극성 용매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콜로

이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30, 31]. 
이에 반해, R-COO- 이온은 나노결정 표면에 결합

하지 않은 채 R-NH3
+ 이온과 평형을 이루며 전하

중성을 유지함으로써 CsPbBr3 나노결정의 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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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Perovskite NCs rendering various types of structures.[20-22] (b)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CsPbBr3 
nanocrystal facets containing Cs and Br, where oleylammonium ions replace most of the Cs+.[31] (c)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ligand-capped LHP nanocrystal and an enlarged view of the nanocrystal surface with defects and different types of 
surface ligands used for the stabilization of NCs[25].

Figure 3. (a) Schematic diagram of the dynamic change of surface ligands in CsPbBr3 nanocrystals[32]. (b) 
Photoluminescence property and size variations of CsPbBr3 NCs during dynamic ligand attachment and detachment 
processes[31]. (c) Structural degradation from CsPbBr3 to Cs4PbBr6 under the exposure to amine and the absorption spectra 
and X-ray diffraction profiles of Cs4PbBr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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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발표되었다[Figure 
3(a, b)][32]. 하지만 리간드의 표면 결합 상태에 

대한 충분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직 

많은 연구 그룹이 각기 다른 가설로 설명하고 있

어 더욱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Smock 연구팀은 

NMR 분석을 통하여 올레일아민과 올레익산 리간

드가 모두 CsPbBr3 NC 표면에 결합한다고 제안

하였다[29]. 한편, Brutchey 연구팀은 NMR 분석

을 통하여 정제된 나노결정 용액에 과량의 올레일

아민을 첨가할 때만 올레익산이 올레일암모늄 올

레이트(oleylammonium oleate) 형태로 나노결정 

표면에 결합하고 PLQY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32]. 또한, 카르복실산 분자가 표면 할

로겐화물의 일부를 대체하여 납의 팔면체 배위를 

완성하고, 중간 갭 결함 상태를 부동태화한다는 

가설도 있다[33].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콜

로이드 안정성 측면에서 올레익산의 중요성은 정

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킬 암모늄 양이온 리

간드가 페로브스카이트 표면에 결합한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올레익산-올레일아민 리간드의 페로브

스카이트 표면 결합력은 분산 용매의 극성 특징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받으며, 이는 나노결정의 합성 

후 세척 및 정제 과정을 거칠 때 나노결정 분산 용

액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29, 32]. 페로브

스카이트 나노결정 표면과 리간드는 동적인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으며, 표면 리간드 분자는 페로

브스카이트 양자점 표면에서 탈착 시, 아래 배위 

납 이온으로 이루어진 결함을 형성한다. 이러한 

리간드 탈착이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PLQY의 감

소를 유발한다.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이용해 

광전 소자를 구성한 경우, 리간드 탈착으로 생긴 

표면 공공 결함은 전하의 수집 및 이동을 크게 방

해할 수 있다[34].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표면 

리간드(OA및 OAm과 같은)의 불균형은 CsPbX3

페로브스카이트 구조가 Cs4PbX6와 같은 비발광 

구조로 변형될 가능성을 보여준다[Figure 3(c)] 
[35,36].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은 금속 칼코제나

이드보다 결함에 대한 내성능력이 좋지만 무시할 

수 없는 표면 결함의 존재는 태양광 장치에 심각

한 에너지 손실을 일으키므로 높은 효율과 안정성을 

가진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태양전지를 개발하

기 위해서는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표면 특성을 

미세하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나노

결정 표면결함 부동태화 전략에 대해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과 표면 리간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정 표면과 리간

드 사이의 결합 거동 및 화학 결합 방식 등에 대하

여 이해해야 한다.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부

동태화를 위하여 쓰이는 리간드는 결합에 참여하

는 전자의 개수에 따라, L형(전자 2개 기여), X형

(전자 1개 기여) 및 Z형(전자 0개 기여)의 세 가지 

종류의 리간드가 공유 결합한다[Figure 4(a)][37]. 
예를 들어, 양성자화 된 올레암모늄은 탈양성자화 

된 OA와 약한 수소 결합 상호작용을 통해 X형 리

간드 쌍을 형성하며,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표면에 

위치한 X자리의 할라이드 이온과 결합할 수 있다. 
이는 DFT 계산을 통하여 OAm이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표면의 Cs+의 공공을 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발표되었다[31, 32]. 페로브스카이트 양자

점은 이온성을 가진 결정 특성으로 인해 양자점 

표면과 유기 리간드 사이에 동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정제와 고

체 필름 증착 후에 점차적으로 리간드가 제거되는 

현상을 야기한다[38]. 
이러한 리간드 탈착 이슈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

태화 전략으로, 리간드의 동적 결합 거동을 이용

한 리간드 치환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Zeng 연구팀은 기존의 장쇄 리간드를 대체하기 

위해 benzenesulfonic acid를 도입하였으며, 술포

닉 작용기의 강산은 결정 표면과의 강한 상호 작

용을 통하여 Br 공공 채움 효과를 가진다[Figure 
4(b)]. 술포닉 리간드로 덮인 CsPbBr3 나노결정은 

높은 PLQY와 화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번 세척 과정을 거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

한 유형의 리간드가 페로브스카이트 NC 표면에 

강하게 결합함을 시사하였다[24]. 이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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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ylphosphonic acid가 리간드로 도입되었으며, 
인과 결합한 2개 이상의 산소가 다중 결합을 형성하

면서 강한 결착을 가지고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Figure 4(c)] [39].
이 외에도, 4차 알킬암모늄 양이온 (quaternary 

alkylammonium cations), 알킬 포스포네이트(alkyl 
phosphonates), 양쪽성 쯔비터 이온 분자(zwitter-
ionic molecules)와 같이 다양한 리간드가 올레일

아민-올레익산 쌍의 대안으로 테스트되었다. 그 

중 다른 전하의 여러 작용기를 가지는 쯔비터 리간

드는 양이온과 음이온 작용기를 모두 가지므로 페

로브스카이트 표면에 단단히 결합할 수 있어 결정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다[39-41]. Kovalenko 연
구팀은 쯔비터 sulfobetaine 리간드를 적용하여 페

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을 합성하였으며, 뛰어난 킬

레이트화 효과로 인해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표면

에 더 강하게 결합하고 극성 용매로 세척한 후에

도 장기간 광 안정성과 높은 PLQY를 보인다는 결

과를 발표하였다[Figure 4(d)][40]. 쯔비터 이온 분

자의 암모늄 양이온은 A 자리 위치를 차지하는 반

면 카르복실레이트(carboxylate) 또는 술포네이트 

(sulfonate) 그룹은 배위되지 않은 Pb에 동시에 결

합하여 팔면체 배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X형 리간드로 약한 염기인 hexylphopho-

Figure 4. Surface modification of PQDs with different surface ligands: X-, L-, and Z-type[37]. (b) Schematic drawing of 
OAm, OA, and DBSA ligands bound on CsPbBr3 NC surface and PLQY variation of the above corresponding samples 
after different storage times[24]. (c) Octylphosphonic acid ligand-attached CsPbBr3 NCs and light-emitting device 
performance[39]. (d) TEM image, absorption and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sulfobetaine zwitterionic capped CsPbBr3 
NCs for improving the chemical durability of PQD[40]. (e) Photographs of untreated and bidentate ligand treated CsPbI3 
NCs and molecular structures of OA and IDA ligands[43]. (f) Absorption and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1,8-octyldiamine bromide salt (BOABr2) ligand-attached CsPbBr3 QDs[44]. (g) Photos of TOP prepared CsPbI3 NCs with 
high PLQY and the QY stability of TOP-PQDs and OAm-PQD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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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e와 dodecanethiol 등이 연구되었으며, 이들 X
형 리간드를 이용해 표면처리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은 배위되지 않은 Pb에 동시에 결합하여 

팔면체 배위를 구성한다[25,42]. Strong-weak 산-
염기 이론에 기초하여 X형 리간드는 할로겐화물 

공공을 효과적으로 부동태화한다고 분석되었으며, 
비발광 재결합을 유도하는 할로겐화물 공공이 줄

어들어 발광양자효율이 상승하도록 유도한다.
Bakr 연구팀은 CsPbI3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

정의 표면을 효과적으로 부동태화하기 위하여 올

레익산 대신 바이덴테이드(bidentate, 분자 내 2개
의 -COO- 작용기를 가짐) 리간드인 2,2′-iminodi-
benzoic acid (IDA)을 사용하였다[Figure 4(e)][43]. 
IDA-CsPbI3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은 IDA 리간

드의 킬레이트 효과(chelate effect)를 가져서 페로

브스카이트 양자점 용액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IDA는 두 개의 납 원자를 동시에 부동태화할 수 

있으므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과 리간드 사이

의 결합 에너지가 훨씬 더 높아진다. Wu 연구 그

룹은 상온에서 재결정에 의해 합성된 CsPbBr3 페
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표면 Br 공공을 줄이기 위

해서 1,8-octyldiamine bromide salt(BOABr2)를 사

용했다[Figure 4(f)][44]. Diamine bromide salts는 

효율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표면을 부

동태화시키며 동시에 부족한 OAm의 일부를 대체

하여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전하 이동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인이 포함된 유기 분자는 인 원자의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용해되지 않는 전구체 염을 용해시켜 

인 원자와 납 원자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을 가능

하게 한다[39, 45]. Liu연구팀은 trioctylphosphine 
(TOP)을 배위 용매(coordinating solvent)로 사용

하여 TOP-PbI2 전구체를 형성시키고, 이를 이용해 

CsPbI3 양자점을 제작하였다. 이는 기존의 올레익

산-올레일아민 쌍으로 합성한 페로브스카이트 양

자점에 비해 결정 품질이 우수하고 내부 결함이 

적었으며, 뛰어난 발광 특성(PLQY = 100%)과 향

상된 안정성을 보였다[Figure 4(g)][46]. 또한 

trioctylphosphine oxide (TOPO), (3-aminopropyl) 

triethoxysilane (APTES)와 같은 가지가 달린 캡핑 

리간드가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은 표면 리

간드의 입체 효과에 의해서 항상 더 나은 화학적 

안정성을 가진다[47].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양자

점 태양전지 소자를 제작하기 위해선 페로브스카

이트 양자점의 광전자 특성과 안정성을 더욱 향상

시켜야 하며,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고품질 합성, 
리간드 선별 및 후처리를 통해 양자점 표면을 효

과적으로 부동태화를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2.2.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표면 제어 및 

광전 디바이스 응용

장쇄 사슬과 산-염기 작용기를 가지는 리간드 

분자는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와의 상호작용을 

가지며 핵 생성 및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양
자점의 합성과 표면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을 밝혀냈다. 나노결정을 감싸는 리간드는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의 반응성에 영향을 주고,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성장속도의 미세한 제어

를 하여 결정의 크기를 조절할 뿐 아니라 용액 내 

분산도를 높인다[48].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 나

노결정을 소자에 적용할 경우, 긴 사슬을 가진 절

연체성 리간드가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고체 필

름에서 캐리어 이동을 방해하고, 광전자적인 성질

에 영향을 미치는 전하 재결합을 유도한다[Figure 
5(a, b)][49,50]. 그러므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고체 필름의 전도성을 개선하고 소자 성능을 높이

기 위해서, 기존의 장쇄 리간드를 단쇄 리간드로 

치환하거나 약간의 세척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리간드 치환 방법으로 고체상(solid-state) 또
는 액체상(liquid-state) 리간드 교환 방법이 있다. 
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태양전지를 개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간드 치환법의 개발이 필요

하며 이에 대한 많은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50, 51].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합성에 사용되는 올레

익산과 올레일아민을 치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

체상 리간드 치환이 2단계 공정으로 적용되었다

[50]. 일반적으로 기존의 올레익산 리간드는 페로

브스카이트 양자점 고체 필름을 메틸아세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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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에 담그면 부분적으로 아세틱산으로 대체된

다. 메틸아세테이트를 아세테이트(COO-)로 가수

분해하기 위해서는 물 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리간드 치환 두 번째 단계에서 페로브스카이트 양

자점 필름이 필요한 두께에 도달하였을 때, 남아

있는 올레일아민은 MAI나 FAI 치환을 통해 짧은 

사슬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것은 좁은 공정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하다. 이러한 A자리 양이온의 교

체는 리간드의 존재 하에 가속될 수 있다. Wang 
연구팀은 올레익산 리간드의 존재 하에 A자리 양

이온 교체가 가속화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CsPbI3와 FAPbI3 양자점을 혼합시켜 특정 
비율의 CsxFA1-xPbI3 양자점을 제작하였다[Figure 
5(c)][52]. 혼합이온 양자점은 각각의 단일 이온 양

자점보다 높은 상 안정성을 가졌으며, 이를 이용

하여 태양전지 소자를 구성하여 16.6%의 높은 광

전변환효율을 달성하였다. 많은 나노결정 연구팀

은 고상 리간드 치환 이후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필름의 안정성 향상과 양자점 간의 전하 수송 및 

추출 촉진에 대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개발하였다.
최근, Ma 연구 그룹은 페로브스카이트 표면의 

리간드 밀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di-N-propylamine 
(DPA)를 이용한 치환 방법을 발표하였다[Figure 
6(a)][53]. 2차 아민과 OA 사이의 아실화 반응을 

통하여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기존 리간드들을 

제거하며 2차 아민의 효과적인 결착이 이루어진

다.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들의 전기적인 결합의 

상승과 재결합의 감소 덕분에 광전변환효율이 

15%까지 상승했다. 기존의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고상 리간드 치환의 경우에는 COO-의 생성에 의

Figure 5. (a) Illustration of carrier transport in a CsPbI3 solid film and a GA-matrix CsPbI3 NC solid film[49, 50]. (b) 
Deposition of CsPbI3 NC solid films with AX salt post-treatment[50]. (c) OA-assisted A cation exchange and photovoltaic 
performance of Cs0.5FA0.5PbI3 NC devic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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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메탄올과 양성자와 같은 부반응 생성물들이 동

반되는데 이것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이온성 화합물인 NaOAc를 사용한다. NaOAc
는 직접적으로 COO- 음이온을 생성하여 더 효율

적으로 OA 리간드를 치환시킨다. 또한, 리간드 치

환 공정의 효과로 양자점들에서 트랩 상태로 작용할 

수 있는 금속수산화물(Pb-OH)의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었다.
Chen 연구 그룹은 CsPbI3 페로브스카이트 양자

점 합성에서 절연체성 리간드(C18)인 올레익산과 

올레일아민 대신 길이가 짧은 사슬(C8)을 가진 옥

타노익 산(octanoic acid)과 옥틸아민(octylamine)
을 소개하였고, 이것이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태

양전지의 전하 캐리어 수송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발표하였다[Figure 6(b)][54]. DFT을 통해 페로브

스카이트 양자점 표면에서 C8 리간드에 의해 덮인 

표면의 흡착에너지가 C18 리간드에 의해 덮인 표

면의 흡착에너지보다 더 높은 것을 밝혔으며, 이
는 약한 결합 에너지에 의해 생성되는 표면 결함

을 줄일 수 있다. C8 리간드를 적용한 CsPbI3 페로

브스카이트 양자점은 뛰어난 상 안정성과 광전지

적 특성을 보였다.
이 외에도, Jia 연구 그룹은 페로브스카이트 양

자점을 양극성 분자인 아미노산(Glycine)이 녹아

있는 비용매에 노출시킴으로써 CsPbI3 페로브스카

이트 양자점의 표면 리간드를 치환하였다[Figure 
6(c)][55]. 아미노산 리간드의 치환은 비용매에 담

궜을 때 발생하는 양이온의 표면결함(Cs+ 공공)과 

음이온(I- 공공)의 표면결함을 동시에 부동태화 시

킬 수 있으며, layer-by-layer 스핀코팅 동안 발생

되는 표면결함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짧

Figure 6. (a) Illustration of the ligand removal process using organic amines with DPA and J-V curve of photovoltaic 
device[53]. (b) Schematic drawing of C8/C18-modified CsPbI3 nanocrystal, J-V curve of photovoltaic device, and device 
operational stability[54]. (c) Device structure of a PQDSC with a polymer-NC bulk heterojunction connecting layer[55]. 
(d) Deposition process of an FAPbI3 NC/ITIC fil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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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길이 아미노산으로 치환된 페로브스카이트 양

자점 고체 필름 캐리어의 이동성이 향상되기 때문

에 소자의 광전지적인 특성이 향상되어 16.9%의 

광전효율을 달성하였다.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리간드를 공액 유기분자로 치환하는 연구

가 발표되었다. Ma 연구 그룹은 CsPbI3 결정을 용

액 상에서 공액 고분자(PBDB-T, PTP8, PTB7-Th, 
PTB7 등)와 결착시켰으며, 이를 이용하여 균일한 

박막 모폴로지를 형성하고 낮은 전하 저항을 가진 

14% 광전효율의 고성능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Figure 6(d)][56]. 또한, Yang 연구팀은 리간드 치

환 공정에 ITIC 공액 분자를 적용하여 CsPbI3와 

함께 type II의 코어쉘 에너지 구조를 갖도록 유도

하였으며, ITIC의 우수한 전하 추출 특성으로 인

해 향상된 광전효율(10.4%에서 12.7%로 향상)을 

보였다[57].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태양전지의 대면적 제

작을 위해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고체 필름의 

질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Tian 연구 그룹은 대

면적 증착을 위한 지속적인 자동 분사 및 정제 기

능을 가진 스프레이-코팅 기술을 발표했다[Figure 
7(a)][58]. 리간드로서 Phenyltrimethylammonium 
bromide (PTABr) 분자를 이용해 CsPbI3 양자점 

표면을 부동태화하고, 태양전지 소자의 효율을 상승

시켰다. PTA 그룹이 아민 리간드와 같은 기능을 

하고, Br- 이온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의 아이오

딘 공공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스프레이-코팅 기

술과 리간드를 적용한 태양전지 광전변환효율은 

11.2%까지 향상되었으며,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태양전지의 대면적화에 용이한 전략을 제공하였다.
극성 유기 양이온 FA+와 무기물 구조 PbX6 사

Figure 7. (a) Process of spray-coating deposition, spray-deposited device, and J-V curve of PTABr-CsPbI3[58]. (b) Process 
of surface treatment by polar solvent and photovoltaic property of FAPbI3[59]. (c) Interface-modified CsPbI3-PCBM device 
showing the enhanced mechanical stability under bending stress and SEM images showing the homogeneous morphology 
unchanged upon the deformation[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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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약한 상호작용은 FAPbI3 페로브스카이트 양

자점의 분리 및 정제 공정 동안 콜로이드 특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6]. Yang 연구 그룹은 분

산과 전하 캐리어 수송 사이의 좋은 균형을 유지

하고, 표면 리간드 밀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적절

한 극성의 구배 용매를 사용했다[Figure 7(b)][59]. 
해당 전략을 적용한 FAPbI3 양자점 태양전지는 

8.38%를 달성하였으며, 박막 페로브스카이트 태

양전지와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

었다. 이 표면 리간드 조작 방법은 Liu 연구 그룹

에 의해 CsPbBrI2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태양전

지에도 적용이 되었다. 게다가, 고상 리간드 치환 

기술을 적용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태양전지 

제작은 전하 수송 능력을 방해받지 않고, 점 결합

을 보장하기 위해서 긴 사슬 리간드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면에 특정한 기능적 리간드 

도입은 표면 결함을 줄이고, 점들 사이의 전기적

인 결합도 상승시킨다. 페로브스카이트의 불안정

한 이온성 결정구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 양자

점을 액상 리간드 치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
근에 Dong 연구 그룹은 양극성 껍질을 이용한 액

상 치환 방법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리간드 

치환 공정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였다. 이 방법은 

정전기 보호 및 표면 재처리 공정을 통해 높은 이

동성과 낮은 결함 밀도를 가진 페로브스카이트 양

자점 잉크를 생산할 수 있다[60].
나노결정 기반 태양전지는 본래 미세 단위로 결

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 충격에 의한 파열로

부터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
는 기존의 박막 태양전지보다 향상된 유연성을 도

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Wu 연구팀은 CsPbI3 나노

결정과 PCBM을 혼합시켜 유무기 나노결정을 개

발하여 나노결정 태양전지의 계면을 제어하는 데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플렉서블 태양전지를 발표하였다[Figure 7(c)][61]. 
이러한 표면 리간드 제어 공학은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태양전지의 광전지적인 특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략들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고상과 액상 리간드 치환법에 대한 연구 외에도 

새로운 리간드와 세부적인 공정을 최적화하고 페

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기초 연구들이 필요하다.

3. 결  론

본 총설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결점 

및 봉쇄 전략에 대하여 다루고, 이를 태양전지 소

자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에 대하여 정리하

였다. 특히, 나노결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리간드에 대하여 정리하고, 나노결정을 조

립하여 소자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나노결정 태양전지의 중요한 

인자인 광전 변환 효율, 전하 이동 특성, 그리고 

소자 구동 안정성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나

노결정 표면화학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엔지니

어링 기술이 필요하다.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은 뛰어난 광전기적 특성 제어가 가능한 차세대 

소재로 각광받고 있어 기초 연구와 응용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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