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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성대교수팀, 태양전지 성능 향상 기술 개발
2015년 03월 11일 20:13:09

정재훈 기자

jjh2@kgnew s.co.kr

성균관대는 화학공학부 박남규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성
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약 10분의1 수준 가격으로 발전할 수 있어 최
근 주목받는 차세대 전지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 전지의 핵심 물질은 주로 3차원 결정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연구팀은 이를
3차원이 아닌 1차원의 형태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성균관대는 “1차원 나노와이어(나노끈) 모양 페로브스카이트는 3차원 나노 결정의 형태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27일 나노 분야 국제 학술지인 ‘나
노 레터스’ 온라인판에 실렸다.

/정재훈기자 jjh2@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성균관대 연구팀, 태양전지 효율성 향상 기술 개발
기사등록 일시 : [2015-03-11 11:46:28]

【서울=뉴시스】 김예지 기자 =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박남규 교수 연구팀이 효율성이 향
상된 나노와이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 발전 단가의 약 10분의 1 수

준이다. 낮은 발전단가를 요구하는 태양광 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이다.
박 교수 연구팀은 주로 3차원 결정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페로브스카이트를 3차원이 아닌 1차
원 나노와이어 형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

나노와이어 페로브스카이트는 3차원 나노결정보다 전도도와 전하분리 특성이 뛰어나다.

이 연구는 지난달 27일 나노 분야 권위지인 나노레터스(Nano Letter) 온라인 판에 발표됐다.
yeji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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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1차원 나노와이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
술 개발
2015년 03월 11일 (수) 10:39:17

류용환 기자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성균관대학교는 화학공학부 박남규 교수 연구팀이 나노와이어 형태의 페
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용액공정으로 제조해 전도도가 우수하고 전하분리 성능이 향상된 '나노와이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나노와이어 전하분리 특성 측정 결과. /자료=성균관대학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 발전단가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낮은 발전단가를 요
구하는 태양광 시장에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박 교수팀은 투스텝 공정에서 PbI2 필름을 부분적으로 녹여 페로브스카이트가 3차원이 아닌 1차원
의 나노와이어 형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 나노와이어 모양의 페로브스카이트는 3
차원 나노결정보다 전도도와 전하분리 특성이 향상됐다.

이를 통해 나노와이어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를 최초로 개발한 박 교수팀은 이를 이용해 14.7% 효
율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했다.
박 교수팀은 3차원 나노결정 제어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9%정도의 효율로 시작해 최고효율인
17%수준의 효율을 보고한 바 있다.
나노와이어는 나노결정 보다 광전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조공정을 최적화 할 경우 보다 높은 고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성균관대 측은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 멀티스케일 에너지시스템 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분야 국제학술지 ‘나노레터스’(Nano Letter)에 올해 2월27일 온라인판
에 게재됐다.

ⓒ 미디어펜(http://www.mediape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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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연구팀, 세계 최초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개발
나노레터스(Nano Letter, impact factor ; 12.940) 온라인 게재
[0호] 2015년 03월 11일 (수) 13:51:39

안지은 기자

jieun@veritas-a.com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성균관대(총장 정규상) 화학공학부 박남규 교수 연구팀이 나노와이어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용액공정으로 제조하여 전도도가 우수하고 전하분리 성능이 향상된
나노와이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2월27일 나노분야 권위지
인 나노레터스(Nano Letter, impact factor ; 12.940) 온라인에 게재됐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 발전단가의 약 십분의 일 수준으로 낮은 발전단가를
요구하는 태양광 시장에 매우 적합한 새로운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핵심물질인 CH3NH3PbI3 화학식의 페로브스카이트는 요오드화메틸암
모늄(CH3NH3I)과 요오드화납 (PbI2)을 이용하여 원스텝 또는 투스텝 공정으로 만들어지는데, 주로
3차원 결정모양으로 만들어 진다. 박남규 교수팀은 투스텝 공정에서 PbI2 필름을 부분적으로 녹여
페로브스카이트가 3차원이 아닌 1차원의 나노와이어 형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
다.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와이어 모양의 페로브스카이트는 3차원 나노결정보다 전도도와 전하분리
특성이 향상된다.

▲ 페로브스카이트 피름 표면 전자주사현미경 사진. (a)-(c) PbI2 필름의 용해정도에 따른 페로브스카이트 모양의 변화. (b) 나
노와이어 형태로 성장된 페로브스카이트. (d) PbI2 필름이 국부적으로 용해되지 않을 경우 3차원 나노결정이 형성 됨./사진=

성균관대 제공

▲ 시분해 형광 스펙트럼. (a) 3차원 나노결정, (b) 나노와이어. 홀전도체와 전하분리 (초록색) 가 나노와이어 경우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나노와이어가 전하분리 특성이 우수함이 증명 됨. /사진=성균관대 제공

▲ DC 전도도 측정 결과 표준 태양광 조건 (1 sun) 에서 나노와이어가 나노결정 보다 우수함./사진=성균관대 제공

박남규 교수 연구팀은 나노와이어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하여 14.7% 효율의 페로브스카이
트 태양전지를 제조했다. 박 교수팀은 3차원 나노결정 제어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 9% 정도의 효
율로 시작해 최고효율인 17% 수준의 효율을 보고한 바 있다.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2014년). 나
노와이어는 나노결정 보다 광전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조공정을 최적화 할 경우 고효율화를 이

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 멀티스케일 에너지시스템 연구단
(사업단장 최만수 교수)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베리타스알파(http://www.veritas-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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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연구팀, 성능 향상된 태양전지 기술 개발
기사승인 [2015-03-11 13:28]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성균관대는 화학공학부 박남규 교수 연구팀이 차세
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
다.
11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가격
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태양광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

이 전지의 핵심 물질은 주로 3차원 결정 모양으로 만들어지나 연구팀은 이를 3
차원이 아닌 1차원의 형태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1차원 나노와이어(나노끈) 모양 페로브스카이트는 3차원 나노 결정의 형태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이라는
게 연구팀 측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27일 나노 분야 국제 학술지인 ‘나노 레터스’ 온라인판에 실렸다.
nrd@asiatoday.co.kr

남라다 기사더보기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인쇄하기

닫기

성대 연구팀, 성능 향상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기사입력 2015/03/11 10:25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성균관대는 화학공학부 박남규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
카이트 태양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약 10분의 1수준 가격으로 발전할 수 있어 최근 주목받
는 차세대 전지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 전지의 핵심 물질은 주로 3차원 결정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연구팀은 이를 3차원이
아닌 1차원의 형태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성균관대는 "1차원 나노와이어(나노끈) 모양 페로브스카이트는 3차원 나노 결정의 형태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27일 나노 분야 국제 학술지인 '나노 레터스' 온라인판에 실렸다.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11 10: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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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박남규 교수팀,나노와이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기술 개발
김병덕 기자

입력 : 2015.03.11 09:10 | 수정 : 2015.03.11 09:10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박남규 교수 연구팀이 나노와이어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용액공정으로 제조해
전도도가 우수하고 전하분리 성능이 향상된 나노와이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2월 27일 나노분야 권위지인 나노레터 온라인에 발표됐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 발전단가의 약 10의 1 수준으로 낮은 발전단가를 요구하는 태양
광 시장에 매우 적합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박 교수 연구팀은 나노와이어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를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를 이용해 14.7% 효율의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했다. 또 3차원 나노결정 제어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해 9% 정도의 효율로 시작해
최고효율인 17%수준의 효율을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 멀티스케일 에너지시스템 연구단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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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2015년 03월 11일 (수) 1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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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성균관대(총장 정규상) 박남규 교수(화학공학) 연구팀이 전도도가 우
수하고 전하분리 성능이 향상된 나노와이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
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 발전단가의 약 십분의 일 수준으로 낮은 발전단가를
요구하는 태양광 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물질인 페로브
스카이트는 그동안 3차원 결정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박남규 교수팀은 1차원의 나노와이어 형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달 27일 나노분야 권위지인 <나노레터스(Nano Letter)> 온라인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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