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단
Global Frontier Center for Multiscale Energy System

한국화학연구원 석상일 박사
고효율 태양전지를 값싸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길 열려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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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태양전지, 손쉽게 이용…'화학분자 교환법' 개발
"대규모 연속공정 기술에 쉽게 적용, 빠른 상용화 가능할 것"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l 2015-05-22 07:10

국내 연구진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세계
최초로 20.1%까지 끌어올리는 새로운 공정기술을 개발했
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제
조 단가가 저렴해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석상일 박사(성균관대학교 에너지과학
과 교수)가 주도하고 양운석 박사과정, 노준홍 박사가 '화
▲ 한국화학연구원은 석상일 박사. 제
공=한국화학연구원

학분자 교환법'이라는 공정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
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연구실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결
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21일자 익스프레스(Ex press)판에 게재, 사이언스 온라인 판 및 저
널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연구진은 지난 2012년부터 무기물과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태양전지 소재 연구를 시작
했다.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보다 고효율의 소재를 합성하는데 성공, 지난 1월 네이처
(Nature)지에 신규 페로브스카이트 조성을 설계·합성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팀은 1월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추가 효율 향상을 위해 '화학분자 교환법'이
라는 새 방식의 제조 공정을 개발했고 이를 이용해 태양광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고
품질의 박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화학분자 교환법'은 서로 다른 화학분자가 순간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공정으로 결함이 적고
결정성이 우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용액 공정을 이용해 대규모로 제작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이 공정을 통해 제작된 태양전지는 상용화된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에너지 변환효율
20.1%를 나타내며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서 공식 인증 받았다.
석상일 박사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래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선두를 점할 수 있
는 원천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 공정 기술은 대규모 연속공정 기술
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빠른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이비뉴스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차세대 태양전지 효율 극대화 기술 개발
2015-05-22 08:35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석상일 박사팀은 세계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 태
양전지의 에너지 전환 효율을 상용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2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제조 단
가는 저렴하지만, 에너지 전환 효율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떨어지
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태양광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 기
술을 개발했다며, 차세대 태양전지의 원천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의
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란 부도체와 반도체, 도체의 성질은 물론 초전도 현
상까지 보이는 특별한 구조체를 일컫는 말로 이를 발견한 러시아
과학자 페로브스키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이성규 [sklee95@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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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한국이 최첨단
2015-05-22 03:00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화학연 석상일 박사팀, 혁신적 공정 개발로 효율 20% 돌파
대한민국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고가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해 태
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전 세계적으로 치
열한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제조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강
점이지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효율이 낮다는 게 상용화
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한국화학연구원 석상일 박사

상용화가 가능한 태양전지 효율을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페로
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던 2009년 당시 효율은 고작 3.8%였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 향상 경쟁의 맨 앞에 바로 국내 연구진이 있다.
한국화학연구소 석상일 박사팀은 지난해 16.2%의 효율로 세계 최고 기록을 작성하더니 올 초에 다
시 17.9%로 자신들이 세운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두 종류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적절하게 혼합해 태양전지를 만드는 새로운 발상으로 이룬 쾌거
였다.
석 박사팀의 이 같은 성과는 지난 1월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됨으
로써 전 세계 학계의 공인을 받았다.
그로부터 불과 4개월여 뒤 석 박사팀은 드디어 효율 20% 벽을 돌파했다.
'화학분자 교환법'이라는 혁신적인 제조 공정을 개발해 이미 세계 최고 효율을 보인 자신들의 페로
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품질을 한층 더 높인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은 상용화된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20.1%를
기록했다.

특히 석 박사팀이 개발한 화학분자 교환법은 고품질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대규모로 제작
할 수 있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 성과 역시 네이처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 21
일 자 '익스프레스(Ex press)'판에 실렸다.
사이언스 익스프레스판은 정식 출판에 앞서 시급하게 알릴 가치가 있는 중요 논문들만 편집자가 특
별히 선정해 미리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형식을 말한다.
석상일 박사는 "세계적 이슈인 미래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두를 점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기 사 주 소 : http://www.nocutnews.co.kr/441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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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고효율 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기사등록 일시 : [2015-05-22 03:00:00]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세계에서 최초로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
이트'의 효율을 20.1%까지 끌어올렸다.
올해 1월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광전변환 효율 18.4%·공식 인증 효율
17.9%)을 더 높인 것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석상일 박사(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 겸
직),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운석씨, 노준홍 박사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태양광을 효
과적으로 흡수하는 박막을 적용해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광전변환 효율)
이 높은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화학분자 교환법'을 개발해 값싼 고품질의 태양전지 박막을 만들어냈다. 화학분자
교환법은 서로 다른 화학분자를 순간적으로 교환해 결함이 적으면서 입자가 균일한 화학물질
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입자를 녹여내는 저가의 용액공정을 이용하면 박막을 대량 제작할 수
있다.
이 공정을 통해 제작된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20.1%의 에너지 변환효율
을 나타냈으며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석상일 박사는 "미래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선두를 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국내에서 개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개발된 공정 기술은 대규모 연속공정 기술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빠른 상용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래부의 글로벌연구실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결과는 21일(현지
시간 오후 2시)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IF=31.477) 익스프레스에 실렸다. 향후 사이언
스 온라인판과 저널지에도 실릴 예정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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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 ‘마의 효율’ 20%
넘겼다

‘마의 효율’로 불리는 20%를 넘겨 효율 20.1%를 달성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차세대 태양전지 효율로는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국화학
연구원 제공

석상일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성균관대 에
너지과학과 교수)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불리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을 20.1%까지 끌어올리며 세계신
기록을 달성했다. 태양전지에서 20%는 상용화를 위해 넘어야 할 ‘마(魔)의 효율’로 불린다.
석상일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사진)은 21일 “‘화학분자 교환법’이라는
새로운 공정을 이용해 효율 20.1%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태양전지 효율이 20.1%라는 것은
태양에너지를 100으로 볼 때 20.1만큼의 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화학분자 교환법은 일부 소재만 이용해 극도로 균일한 박막을 만든 뒤 태양전지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화
학분자를 추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처음부터 원료가 되는 모든 소재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보다 박막을
더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
석 연구원은 “이번에 개발한 공정은 대면적 태양전지 생산에 유리하고 상용화를 위한 효율도 충분하다”면
서 “외부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의 내구성, 햇볕을 장기간 쪼였을 때의 안정성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결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하는 태양전지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 석 연구원은 1월 ‘네이처’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이 18.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넉 달 만에 20%를 넘기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사이언
스 익스프레스’ 21일자에 실렸다.
현재 차세대 태양전지로는 대량생산이 용이한 유기태양전지나 안정성이 뛰어난 연료감응형 태양전지 등이
후보로 꼽힌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이들 중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다.
이우상 동아사이언스 기자 idol@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과학자 ]'효율 20.1% 달성 ' 韓 태양전지 기
술 선두
화학硏 연구팀 , '화학분자 교환법 ' 원천기술 개발 …"대규모 공정에 쉽게 적용 …빠른 상용화 가능 "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 입력 : 2015.05.22 03:00

신규 화학분자 교환법과 기존 공정으로 제작한 소자의 대표 전류-전압 곡선 (위) 및 방법에 따른 소자의 효율
통계 분포 (아래)

한국화학연구원 석상일 박사 연구팀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을 20.1%까지 끌어올리는 새 공정 기
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제조 단가가 저렴한 차세대 태양전지를 말한다.
연구팀은 지난 1월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추가 효율 향상을 위해 '화학분자 교환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제조 공정을 개발했다. 이를 이용해 태양광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고품질의 박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화학분자 교환법'은 서로 다른 화학분자가 순간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공정으로 결함이 적고 결정성이 우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용액공정을 이용해 대규모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 공정을 통해 제작한 태양전지는 상용화된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에너지 변환효율인 20.1%를 나타냈다.
이 수치는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이다. NREL은 태양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
지를 연구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가 연구기관이다.

석상일 박사/사진=화학硏

석 박사는 "미래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선두를 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이번 공정 기술은
대규모 연속공정 기술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빠른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 익스프레스판 21일자에 게재됐다. 익스플레스판은 정식 출판되기 전
시간을 다투어 미리 알려야만 하는 중요한 논문들만 편집자가 특별 선정해서 미리 온라인으로 출판하는 형태를
말한다.
◆용어설명
▶ 페로브스카이트 (pe ro vskite ): 부도체, 반도체, 도체의 성질은 물론 초전도 현상까지 보이는 특별한 구조
체(발견자인 러시아 과학자 페로브스키를 기념하여 명명함)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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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과학] 고효율 태양전지…값싸고 손쉽게 만든다
기사입력 2015.05.22 03:00

최종수정 2015.05.22 03:00

국내 연구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 20.1%까지 끌어올려

▲국내 연구팀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20.1%까지 끌어올렸다.[사진제공=미래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고효율 태양전지를 값싸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연구팀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20.1%까지 끌어올리는 새로운 공정기술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제조 단가가 저렴해 각광받
고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를 말한다.
연구팀은 2012년부터 무기물과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태양전지 소재 연구를 시작했다. 기존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보다 고효율의 소재(광전변환 효율: 18.4 %, 공식 인증 효율: 17.9 %)를 합성하
는데 성공한 바 있다. 올해 1월 네이처(Nature)지에 신규 페로브스카이트 조성을 설계하고 합성하는 연
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1월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추가 효율 향상을 위해 '화학분자 교환법'이라는 새로

운 방식의 제조 공정을 개발했다. 이를 이용해 태양광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고품질 박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화학분자 교환법은 서로 다른 화학분자가 순간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공정을 말한다. 결함이 적고 결정
성이 우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이며 용액공정을 이용해 대규모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개발된 공정을 통해 제작된 태양전지는 상용화된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에너지 변환효율인
20.1%를 나타냈다.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로부터 공식 인증 받았다.
한국화학연구원 석상일 박사(성균관대학교 에너지과학과 교수 겸직)가 주도하고 양운석 박사과정, 노
준홍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21일자(현지시각)
익스프레스(Ex press, 논문명: High-Performance Photovoltaic Perovskite Layers Fabricated through
Intramolecular Ex change)판에 실렸다.
석상일 박사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래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선두를 점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발된 공정 기술은 대규모 연속공정 기술에 쉽
게 적용할 수 있어 빠른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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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효율 20% 향상 태양전지 기술 개발
기사입력 2015/05/22 03:00 송고

화학연구원 석상일 박사팀, 사이언스지 게재

연구진이 개발한 '화학분자 교환법' 모식도(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
율을 20.1%까지 끌어올리는 공정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화학연구원 석상일 박사가 주도하고 양운석 박사과정, 노준홍 박사가 공동 제1저자
로 참여한 연구진이 '화학분자 교환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제조 공정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화학분자 교환법은 서로 다른 화학분자가 순간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공정으로 결함이 적고 결정성이 우수
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연구진은 이를 이용해 태양광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고품질의 박
막을 만들었다.

태양전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 '결정질 실리콘'은 효율이 높지만 고도의 기술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
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지녔다. 비교적 제조비가 싼 '유기·염료 감응 태양전지'와 같은 태양전지들은 낮은
효율성 때문에 대규모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공정으로 제작된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에너지 변환효율
20.1%를 기록,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용액공정을 활용하면 대규모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2년부터 무기물과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태양전지 소재 연구를 시작, 기존 페로브스카
이트 태양전지보다 고효율의 소재를 합성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네이처지에 신규 페로브스카
이트 조성을 설계·합성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페로브스카이트란 부도체, 반도체, 도체의 성질은 물론 초전도 현상까지 보이는 특별한 구조체를 일컫는 말
로 이를 발견한 러시아 과학자 페로브스키의 이름을 따 만들었다.

이번 연구는 미래부가 추진하는 글로벌연구실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결과는 21일 현지 시각 오후 2
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익스프레스판에 게재됐으며 향후 사이언스 온라인판 및 저널에도 실릴 예정이다.

석상일 박사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미래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선두를 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국내
에서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대규모 연속공정 기술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조기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연구 성과가 정부의 '차세대 태양전지 핵심기술 개발 및 신산업 활성화 계획'은 물론 관련 학
문 분야의 발전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22 03: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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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값싼 고효율 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2015년 05월 22일 (금)

선태규 기자

sunt1@daum.net

[일간투데이 선태규 기자]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의 효율을 20.1%까지
끌어올렸다.

올해 1월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광전변환 효율 18.4%·공식 인증 효율 17.9%)을
더 높인 것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석상일 박사(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 겸직), 박
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운석씨, 노준홍 박사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태양광을 효과적으로 흡
수하는 박막을 적용해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광전변환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화학분자 교환법'을 개발해 값싼 고품질의 태양전지 박막을 만들어냈다. 화학분자 교환법
은 서로 다른 화학분자를 순간적으로 교환해 결함이 적으면서 입자가 균일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입자를 녹여내는 저가의 용액공정을 이용하면 박막을 대량 제작할 수 있다.

이 공정을 통해 제작된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20.1%의 에너지 변환효율을 나
타냈으며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석상일 박사는 "미래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선두를 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개발된 공정 기술은 대규모 연속공정 기술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빠른
상용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래부의 글로벌연구실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결과는 21일(현지시간 오
후 2시)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IF=31.477) 익스프레스에 실렸다. 향후 사이언스 온라인판
과 저널지에도 실릴 예정이다.

ⓒ 일간투데이(http://www.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 20%까지 높이는 기술 세계 첫 개발
[ 2015년 05월 22일 ]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각광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을 세계 최초로 20.1%까지 끌어
올리는 기술을 개발했다.
석상일 한국화학연구원 박사팀은 ‘화학분자 교환법’이라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태양광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고품질 박막을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2년부터 무기물과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태양전지 소재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월 광

전변환 효율 18.4%와 공식 인증 효율 17.9%를 기록하며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보다 높은 효율을 달
성한 성과를 네이처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성과보다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조 공정을 적용했다. 화학분자 교환법은 서로 다른
화학분자가 순간적으로 교환되는 공정으로, 결함이 적고 결정성이 우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용액공정을 이용해 대규모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공정을 통해 제작한 태양전지는 상용화된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에너지 변환효율 20.1%를 나타냈으
며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서 공식 인증 받았다.
석상일 박사는 “미래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선두를 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했다는 데 의미
가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공정 기술은 대규모 연속공정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빠른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Science) 21일자(현지시각) 익스프레스(Express)
판에 게재되며, 향후 온라인판과 저널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익스프레스판은 정식 출판되기 전 미리 알릴 중
요한 논문을 에디터가 선정해 온라인으로 출판하는 것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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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태양전지 효율 20.1% 달성
화학연 석상일 박사팀 개발
기사입력 : 2015-05-21 17:42

[ 이영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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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세계 최초로
20.1%까지 끌어올리는 새로운 공정기술을 개발했다.

태양광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해 고품질의 박막제조가 가능할 뿐더러 대규모 연속공
정 기술에 적용할 수 있어 빠른 상용화가 기대된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석상일 박사(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 겸직) 연구팀이 '화학분
자 교환법'이라는 새로운 공정기술을 개발, 이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
을 20.1%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석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화학분자 교환법은 서로 다른 화학분자가 순간적으로 교환
될 수 있는 공정으로 결함이 적고 결정성이 우수한 화학물질 제조 방법이다. 더욱이
용액공정을 이용해 대규모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화학분자 교환법을 통해 제작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
한 20.1%의 에너지 변환효율 나타냈고, NREL(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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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 최강자 떴다
국내 연구진 효율 극대화, 세계 최초 20.1% 끌어올려
기존 실리콘 전지 대체 가능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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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세계 최초로 20.1%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공정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효율성을 개선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화학연구원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조 공정인 ‘화학분자 교환
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태양광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고품질의 박막을 제조하는 데 성공
했다고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는 부도체, 반도체, 도체의 성질은 물론 초전도 현상까지 보이는 특별한 구조
체로, 태양전지에 적용하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제조 단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화학연 석상일 박사가 주도한 연구팀은 서로 다른 화학분자가 순간적으로 교환되는 ‘화학분자 교환법’을
개발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이 효율을 높였다.
연구팀은 고품질의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물질인 FAPbI3을 제조하기 위해 PbI2(DMSO )을 우선
형성하고, 이 화합물의 DMSO 를 FAI와 순간적으로 교환함으로써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형성했다.
이 공정을 통해 제작된 태양전지는 상용화된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에너지 변환효율을 20.1%까지 나
타냈으며, 태양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가연구기관인 미국 재생에너지
연구소(NREL)로부터 효율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다.
석상일 박사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래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선두를 점할 수 있는 원천기
술이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라며 “이번 개발된 공정 기술은 대규모 연속공정 기술에 쉽게 적용할 수 있
어 빠른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