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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는 포토닉스의 차세대 소재가 될 것인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이 확대되면서 한편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과 다른 한편에서는 변화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오해와 거짓이
난무하는 등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방지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태양
전지는 대부분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로 효율은 10퍼센트 중반대로 알려져 있다. 2018
년 미국의 Lazard 사에서 발행한 발전원에 따른 균등화 발전단가(LCOE: Levelized Cost
of Energy)를 보면 태양전지와 원자력발전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
만 국내 한전의 현재 구입단가는 보조금 등으로 인하여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보다 2~3배
높다. 향후 친환경발전인 태양광발전 보급을 위해서라도 관련 연구자들이 할 일은 효율
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 5년간 10% 초반대에서 20% 이상의 효율을 보인 페로브스카이트 태
양전지는 효율과 가격면에서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한국화학연
구원과 MIT 공동연구팀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세계 최고효율을 1위를 달성하는 기
쁜 소식이 있었다. 페로브스카이트의 태양전지에서의 우수한 광흡수 특성은 최근 빛을
발생시키는 광원이나 디텍터, 디스플레이로의 활용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합성, 태양전지, 광원, 디텍터로의 활
용 등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호 기술소개란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최근 국
내 연구자들의 광학분야의 재미있는 연구내용과 업체들의 최근 소식들을 다루고 있으니
재미있게 읽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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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제도개선: 미리 살펴보고 혜택 준비”
정부는 지난 4월 26일 과기정통부내 과기혁신본부 주관으로1 ‘공동

정 및 그간의 주요 경과보고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관리 규정’ 등 주요 R&D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문재인정부 출

서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법제처 심사’를 준비하는 내용의 설명회를

범 이후, 국정 철학인 ‘사람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논

가졌다. 향후 달라질 R&D 제도들에 대해서 본고에서 미리 살펴보고

의와 정책발표가 이어졌고 그간 발표된 정책들의 충실하고, 조속한

자한다.

현장착근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

1) 자료출처: 정부 R&D 제도개선 설명회 2019.4.26. 대전 ICC 3층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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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자율과 책임의 연구 환경 정착을 위한 남은 과제로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하자면, 다음
4가지로 크게 요약이 가능하다.

실 예로 첫 번째 “낡은 규제혁파” 에 해당하는 통보성 협약변경 사항임에도 매번 전문기관 등
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연구비 정산 시 참가자의 전원 서명
날인이 들어간 회의록을 필수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소액의 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에
도 1년 전 장비 수요조사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 구매가 어렵다는 점들이 해당된다.
두 번째 “ R&D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R&D 감사확립” 의 경우 회계위주 및 지적위주
의 감사에서 연구자가 감사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현장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지만, 감사결과
도 불투명하여 R&D 감사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기관간 역할분담이 불분명하였다. 이러한 문
제 환경에서 보수적 행정 및 규제양산으로 이어지는 감사 결과를 후속 조치하는 일이 다 반사
였다. 향후 회계의 책임보다는 성과제고 중심의 감사, 연구몰입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는 도와
주는 감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전컨설팅 등 새로운 개념의 감사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R&D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연
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지 정권차원의 특별법제정으로 그치지 말고 연구자의 연구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
고, 연구자의 자존감을 지켜주어 위상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음 하는 바램을 가져본
다. 국가의 과학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공감한다. 연구
자가 각자 분야에서 연구에 열중하여 만들어진 결과들이 모여 나라의 경쟁력이 된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지금의 연구자들이 발전에 기여하는 현실상황에 맞게 사회적으로도 존경받
는 위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후속세대인 청소년들에게도 미래의 연구자상은 매우 밝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제도 개선 못지않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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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광공학 전략 로드맵
2021-2027

Photonics21이 유럽연합에 제출한
유럽 광공학 전략로드맵 2021-2027 표지

유럽의 산학연 협의기구 Photonics21은 2019년 3월에 유럽연합 정

자에 따른 각 분야별 성장율을 세계시장 점유율과 함께 보여 주면서

부에 광학 및 광공학 연구개발사업이 2021년 이후 5년간 지향해

광공학 분야에서 유럽이 가지는 경쟁력을 부각함과 동시에 연구개

야 하는 내용을 담은 “Europes age of light! – How photonics will

발 효과를 부각시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power growth and innovation” 제목의 전략 로드맵을 유럽연합 행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동력이 광공학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분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공표하였다1. Photonics21은 유럽에서 활동하

야별 성공적인 로드맵 이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2030년 미래

는 약 2500개 광공학 관련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유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럽연합의 Framework Programme Horizon2020 사업의 직접적인

- 주요 질병의 빠른 진단

수요자 및 참여자이자 정책전략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싱크탱

- 농장에서 식탁까지 높은 품질의 식재료

크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본 로드맵은 유럽의 광산업과 관련 연

- 사고와 혼잡에서 자유로운 도로교통

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체가 아래로부터 의견을 모아

- 실질적인 순환 경제

서 제시하는 유럽의 차기 연구개발 방향과 산업성장 전략이라는 점

-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에서 관련 분야 유럽연합 차기 연구개발 사업의 기초적인 기획안이

- 10 % 높은 생산성

라 할 수 있겠다.

- 테라비트 경제의 제로 다운타임(downtime)

로드맵은 도입부에서 유럽의 광공학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현황에

- 혁신을 견인하는 과학으로의 광공학

대하여 정리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시장 규모와 영

로드맵 본문에서는 9개 세부 기술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유럽의

향력이 중국 다음으로 크고 기술력과 산업 인프라 수준이 매우 높다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기술하고 2021년부터 2027

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개발 투

년까지 연차별 전략을 표로 정리하여 제안하고 있다.

1 Photonics21 홈페이지 https://www.photonics21.org/ 자료실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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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광산업의 분야별 세계시장 점유율과 2011-2015 성장률 (Optech Consuling)

유럽 광공학의 지향점을 진단한 워드클라우드 (VDI)

정보통신(Information & Communication)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사회이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추 신경계” 역할을 하는 새로운 “programmable”
광학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전송 속도만 높은 통신망을 넘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양방향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정보통신 체계와 이에 맞춘 광통신 요소 기술의 연구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Photonics 21이 제시한 정보통신 분야 전략로드맵
2021

2022/2023

2024

2025/2026

2027

Zero-touch operation

Instantaneous response

Access anywhere

Intrinsic security

Sustainable capacity growth

Critical milestones to move

Open platforms, open interfaces

The growth of latency critical

The rise of cloud & fog computing Standards, certification,

from Science to Market

& APIs

applications

Photonics

AI-enabled optical networks:

Deterministic latency comms:

Fibre in the sky:

Research (R)

•Interoperable optical network

•Optical networking

•Optical wireless access including •Chipscale quantum RNGs and

Overview
Technology Challenges
(user view)

& Innovation (I) Challenges

nodes based on open HW and

technologies

SW(white boxes)

•Latency-optimised optical

•Dynamically self-configuring
optical network technologies
based on AI/ML for control,
optimisation, and fault
detection
•Optical devices enabling
energyefficient telemetry and
analytics in optical networks

interconnects
•Optical precision timing

LiFi and VLC
•Free-space optics (FSO) for

•Integrated optical comms for

reduction

Quantum safe comms

More than Shannon & Moore

QKD engines
•Pluggable quantum optics

backhaul, SatCom and aerial

•Quantum repeater

vehicles

•Photonic devices for trust &

solutions

security
Deep fibre access:

demanding sensor/actuator
•Coherent PONs

vision)

•New Radio-over-fiber solutions •Resilient optical network

networks
Ultra-dynamic networks

for fixed wireless access (FWA)
•Colourless transceivers, high
output power PICs

•Optical solutions for industrial
internet applications
•Optical spectrum and Ethernet
services with hard service
guarantees
•Large scale, fast optical and
hybrid e/o switches

and resilience
architectures
•Hardened optical
infrastructures
•New methods for intrusion

Optical radios:
•Optical subsystems for beam
forming and steering

optics:
•Multi-band WDM systems
•System & subsystem
technologies for space division
multiplexing
•Petabit integrated energy
efficient transceivers (<pJ/bit/s)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s (e.g. 3D machine
•Optical robot and sensor

Cost-per-bit & power-per-bit

integration

detection

•Optical ASICs and FPGAs
Towards optical computing:
•From electronic to optical IT
•All-optical data centres
•High-speed photonics neural
networks
• Optical compute functions
• Neuromorphic photonics

•Hard slice-ability and service
isolation

•Optical concepts to generate
and receive radio frequencies in
the 100GHz-1THz domain

• Ultra-dynamic photonic devic
Joint actions requir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Factories of the Future, robotics

other disciplines (e.g. Artificial
Intelligence) or fields (e.g.
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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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및 품질(Industrial Manufacturing & Quality)
4차 사업혁명 시대의 완전한 디지털 벨류체인(value chain) 실현을 위한 광공학 분야의 핵심 기술로 새로운 레이저와 집
적화 센서로 구성된 대량생산과 유통 과정의 물류 관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럽 Photonics 21이 제시한 산업생산 및 품질 분야 전략로드맵
2021

2022/2023

2024/2025

Overview

High speed processing

CO2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Weight reduction

Material savings

Challenges

Digitalisation of production

Simulation supported production

2026/2027

Agile manufacturing and connected production
Individualisation and personalisation of products and production equipment
Critical milestones

High speed

Simulation and

Connected

Global

to move from

scanners / tailored

digitalisation

production

environmental

Science to Market

beam

goals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Photonics

Efficient lasers and components

Research (R)

•Material, coatings and components for high power/high-intensity beams

& Innovation (I)

•High energy and highly agile ultra-short pulse lasers

Challenges

•High brilliance diode lasers (CW and pulsed) with different wavelengths
•Lasers for the generation of coherent X-rays
•High power mid-infrared lasers with wavelengths greater than 1 μm
•Multibeam lasers
Beam delivery, shaping and deflection systems
•Novel optical fibres for use at wavelengths higher than the UV (and beyond 2μm)
•Non-mechanical high-speed beam scanning systems
•Re-configurable and programmable beam shaping systems (tailored light)
•Rapid monitoring and quantitative feedback systems
•Focusing and imaging optics facing the Abbe limit for highest spatial resolution of energy
•Multibeam guiding and switching
•Miniaturised interchangeable optical processing systems
Industry 4.0
•Connectivity of laser systems for integration in manufacturing platforms (also intelligent fibre connectors with integrated functionality, e.g.
back reflection or temperature)
•Integration of sensors throughout the laser processing system
•Parallel processing for high throughput
•Data and knowledge management for laser materials processing “standardised”
CAM-modules for materials processing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simulation tools into production chains
Quality control and NDT
•Real-time process control
•On-line non-destructive testing of laser manufactured parts
•Process optimisation based on novel in-line / at-line photonic measurement and multi-modal metrology
•Big Data correlation, metamodelling and quality prediction
•Data analytical techniques / mathematical methods to optimise information gathered from available measurements (e.g. compressive
sensing, super-resolution imaging)
Laser specific materials development
•Alloys and materials for additive manufacturing
•Photonic specific materials for electronics
•High-performance materials for laser processes

Joint actions

EFFRA; SPI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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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및 건강(Life Science & Health)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유럽에서 질병 진단과 건강 관리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과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웨어러블
형태의 광학기기를 통한 생체기능 모니터링, 질병의 광기반 실시간 진단 기술 등의 개발과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에 필요한 광학기반 진단 도
구의 발전이 필요하다.

유럽 Photonics 21이 제시한 생명과학 및 건강 분야 전략로드맵

Overview

2021/2022

2023/2024

2025/2026

2025/2026

2027

Mobile Biosensors

Photonic diagnostics and

Understanding diseases

Photonic screening and guiding

Photonic screening and guiding

intervention

and prevention

Technology Challenges
Critical milestones to move

Biocompatible materials need to

Miniaturisation and integration of

Further development of photonic components:46

from Science to Market

be found/investigated.

optical components to build a

•Broadband pulsed laser sources UV-Vis-MIR

Further convergence and

•3D label-free histopathology

•More sensitive detectors for all spectral ranges and components, broadband detectors spanning UV-Vis-

integration of photonics,
electronics and microfluidics:
•The miniaturisation of optical
components to enable smaller
on-chip solutions (in-body
devices with volume < 1cm3)
•Low cost miniaturised

and treatment modality
•Imaging platform to measure
cell/ brain oxygenation
mountable on a cart

MIR
•Development of corresponding, novel ‘green’ or low-cost optical components (e.g. freeform) and
system integration
•Phantom development and standardisation (imaging applications)

•Integration of optical, electronic
and microfluidic components
for POC systems for advanced

broadband sources and

analysis of body liquids to fit in

detectors

a shoebox

•Demonstration of higher
efficiency concerning the
state of the art, reliability and
specificity in in-vivo conditions
Photonics

Improve optical contact for on-

3D label-free histopathology and

Photonic tools for the

Real-time proteomics,

Photonic tools for long-time

Research (R) & Innovation (I)

body/in-body biosensors (stable,

treatment modality relying on

development and toxicity

genomics, metabolomics for

testing of or searching for new

Challenges, Education (E)

reproducible and continuous) (R)

augmented reality:

testing of new drugs, advanced

DNA sequencing in less than

drugs with high throughput (i.e.

•Photonic components (R)

understanding of cell and organ

10 minutes employing one

higher sample volumes in shorter

•System (I)

functions, health (nutrition,

instrument (R)

measurement time)(I)

& Training (T) Challenges
Biomarkers research (R)

lifestyle, environmental
Develop mobile biosensors to the

Advanced POC Device for fast

next level (body liquids, but also

analysis of body liquids (I) Imaging

influences, toxicity)(R&I)

Monitoring of tissue growth fo
organ replacement/Bioreactors,

portable image systems) (R & I)

platform to measure cell/ brain

(R)

oxygenation (10x more precise

Photonic tools for researching

than current gold standard) (R)

disease development/early
disease detection and diagnosis
(R)

Joint actions required with

ETP: EuMaT for biocompatible

ETP Nanomedicine (biomarkers);

other disciplines (e.g. Artificial

materials ETP 4 HPC for the

European Technology Platform on ETP Nanomedicine (biomarkers)

Intelligence) or fields (e.g.

development of data handling

Smart Systems Integration EPoSS,

robotics)

and evaluation ETP Nanomedicine ETP 4 HPC for the development
(biomarkers)

ETP 4 HPC for the development of data handling and evaluation

of data handling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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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조명, 전자 및 디스플레이(Emerging Lighting, Electronics, & Displays)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조명, 전자, 디스플레이 등은 인간과 사물을 언제 어디서나 연결하여 정보를 전달하
게 하는 “intelligent backbone” 역할을 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정해진 기능만 수행하던 광기술은 사람의 요구와 에너지
절약이나 안전 등 특정한 목적에 맞게 스마트하게 반응하도록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유럽 Photonics 21이 제시한 미래 조명, 전자 및 디스플레이 분야 전략로드맵

Overview
Technology Challenges

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Cost-effective VHF and

•Multicolour high pixel density

•Extended 2D materials +

•New materials (for light

embedding
•High-efficiency luminaires and
light sources
•Semiconductor-integration and
System in a Package

dice
•New materials (for light
emitters, detectors, OPV,…)
•Transparent displays, OPV,
luminaires

•Sensing and energy harvesting/ •Visible wavelength VCSEL +
wireless power
•Deep UV-LEDs
•IR based sensors

optics
•System in Package for higher
power

integration in optoelectronic
devices
•Integration of OPV

•In-vivo sensors coupled with AI

•Automotive lighting (LED,

•Subwavelength light guidance

OLED, laser,…)
•LiFi, e.g. in transportation
•Enhanced lifetime OPV
•Photonic computer simulation
models (aligned with

•Thin film technologies

•3D printed optics

•OPV efficiency + stability

•Horticultural lighting

•Lighting for IoT

•Validation and verification of

•Horticultural lighting

increase
•Next generation freeform optics

emitters and detectors, OPV,…)
•Smart GaN for HF/VHF

experiment)

HCL

•LED in X (in cars, textiles,…)
Critical milestones to move

•Complex ecosystem

from Science to Market

•Proof of manufacturability

community able to judge the

of passives with usable

•Low voltage photonic detectors

•Proof of business case

market/technology

performance

•Long lifetime

- Cost for manufacturing low
enough
- Consumer persuaded of new

•Scientific and business

•Open source vs alternative
implementations decided

•Cost-effective integration

•High-speed detectors

•Single-chip-solution/topology
for Lifi receivers

•Standardisation

•Fast phosphors for LiFi

•Sensorics/camera with

•Single-chip-solution/topology

concept
- Understand real demand of
consumer (as part of HCL)
- Seamless product integration
Photonics

• Extension of VHF to SELV,

•Energy-Harvesting concepts

Research (R)

higher power, wide output-

hyperspectrum analysis (IR, UV)

for light-source: GaN transistor

based on light (IR, visible-light),

& Innovation (I) Challenges

range

=> cheap system-approach

on LED

temperature and radio

•Cost-effective supply for IoT-

•Wireless power

•Phosphor with high time-

devices, most probably also

(electromagneticresonance and

constant and high efficacy for

based on VHF

radio) for sensors and small

low light-ripple

•Closed loop solutions for

luminaires

colour-temperature
•Sensor fusion
•Process improvements
•Realistic lifetime models
Joint actions required with

•Industry 4.0

•Industry 4.0

•Industry 4.0

•Industry 4.0

other disciplines (e.g. Artificial

•IoT

•IoT

•IoT

•IoT

Intelligence) or fields (e.g.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Big Data

•Big Data

•Big Data

•Big Data

•Photonics21 WGs

•Photonics21 WGs

•Photonics21 WGs

•Photonics21 WGs

•Photonics to enable AR/VR

•Photonics to enable AR/VR

•Photonics to enable AR/VR

•Photonics to enable AR/VR

•Energy monitoring systems

•Energy monitoring systems

•Energy monitoring systems

•Energy monitoring systems

•Photonics in 5G

•Photonics in 5G

•Photonics in 5G

•Photonics in 5G

•Energy Efficient Building

•Energy Efficient Building

•Energy Efficient Building

•Energy Efficient Building

•Medical

•Medical

•Medical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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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측정 및 센서 (Security, Metrology & Sensors)
사물인터넷 체계에서 사물이 감지하고 반응하고 자율적인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바로 다양한 종류의 센서
이며 이와 더불어 안전과 평가를 위한 측정방법 등이 중요하다. 이 분야에도 광공학이 적용되는 기술이 매우 넓다.

유럽 Photonics 21이 제시한 안전, 측정 및 센서 분야 전략로드맵

Overview
Technology
Challenges

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AI/ML empowerment of

Integration of cost-effective,

Novel concepts for “smart”

Novel concepts for maintenance-

low-power, miniaturised multi-

multianalyte photonic systems

free, self-calibrating, fault-

•New materials/fabrication

analyte sensing system platforms

with built-in AI/ML data

tolerant, self-diagnosing “smart”

processes for NIR/MIR

Demonstration with cloud-based

interpretation (“data at the edge”: multianalyte photonic sensor (IoT)

components and sub-systems

photonic solutions

AI/ML engines

cloud-free autonomous systems)

systems

Critical milestones to move from

Alliances created between

PoC studies and demonstrations

Field tests in selected

International market penetration

Science to Market

partners in Photonics, AI/ML and

in selected high-potential

highpotential applications and

with first MAPAIPBS products/

applications

applications and markets

markets

services

•Lower costs of NIR/MIR

•Miniaturise multi-analyte

•Make sensor systems “smart”

•Optimise user value through

Photonics
Research (R) & Innovation (I)
Challenges

components and sub-systems
•Create value through AI/ML
empowerment of photonics
solutions

PIC-based photonic sensing
platforms
•Select most promising

by embedding AI/ML engines
•Fabricate/demonstrate costeffective, autonomous high-

robust, selfcalibrating “smart”
products
•Focus on “green” products,

applications for cloud-

value systems without cloud-

including recyclable or

based proof-of-concept

computing

biodegradable consumables

demonstrations
Joint actions required with

AI/ML and big-data analytics:

Identify highimpact applications

Joint spec creation,

other disciplines (e.g. Artificial

Create tools and solution

in relevant markets: Health,

demonstrations and insight

Intelligence) or fields (e.g.

platforms for “smart” photonic

Food/Agriculture, Smart Cities,

generation in relevant markets

robotics)

sensor subsystems

Transport, Industry 4.0, Secure

and applications

Society

•Joint field tests and insight
generation
•Mutual investigation of
regulatory aspects and novel
industry standards

부품 및 시스템의 디자인과 생산 (Design & Manufacturing of Components & Systems)
앞에서 열거한 AI, IoT,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모든 분야의 기반이 되는 광학 부품과 시스템의 디자인과 생산에서 혁신
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은 유럽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특히 이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는 다른 여러
기술분야로의 파급력이 매우 크므로 별도로 분류하여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Photonics 21이 제시한 부품 및 시스템의 디자인과 생산 분야 전략로드맵
2021

2022/2023

2024/2025

Overview

Photonic Components and Systems

(Technology)

Enhanced functionality, spectral coverage, performance to enable new applications

Challenges

New organizational frameworks to facilitate route to market

Critical milestones to move from

020 pilot lines successful and

Science to Market

sustained

Photonics Research (R) &

Photonic Systems Integration

Innovation (I) Challenges,

PICS for sensing; PICS for communications

Education (E) & Training (T)

Pervasive Photonics in Next-Generation Electronic Systems

Challenges

Enabling component technologies

Joint actions required with

Microelectronics, microfluidics, imaging sensors, MEMS

other disciplines (e.g. Artificial

Production equipment, techniques, materials

Intelligence) or fields (e.g.

Roadmapping, international liaison

Innovation Factory established

2026/2027

Enhanced production

market through Innovation

technologies

Factory

robotics)

016

K-LIGHT
July 2019

광공학 연구, 교육 및 훈련 (Photonics Research, Education & Training)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양성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공계열 및 광공학 관련 인재 양성에 대한 로드맵도 세부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Photonics 21이 제시한 광공학 연구, 교육 및 훈련 분야 전략로드맵
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Overview

Define skills for the future

Develop new approaches to

Actively reach out to digital

Valorise the contribution

(Technology) Challenges

workforce and create the future

Education & Training

industry initiatives in support of

of Photonics to the digital

digitisation of photonics (and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jobs

photonics workforce
Take up disruptive research in
Outreach towards young minds

non-photonics) SMEs

the Photonics Innovation Hubs

and students, photonics and non- and across the value chain;
photonics professionals and the

Support the creation of Photonics

general public

innovation hubs

Critical milestones to move from

e alliances with excellent science

Act at the level of all policymakers Bring Photonics technologies as

Expand the presence and position

Science to Market

programs (ERC, MSCA, FET-

to raise awareness and

key enablers in non-photonics

of Photonics in all products and

Flagship) on one side and with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Innovation Hubs

technologies for the digital society

programs focusing on applications highly positive impact of
and societal challenges

Photonics

Identify favourable and

Connect isolated Regions to

unfavourable conditions regarding Photonics hotspots
awareness and presence of
Photonics hotspots

Expand the role of Photonics
in STEM and social sciences/
humanitie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Photonics

R&I: Develop new knowledge

Identify the disruptive research

R&I: Increase the number of

R&I: Expand the role of Photonics

Research (R) & Innovation (I)

through active cooperation

nodes and integrate them into

flexible facilities for closing the

in SMEs’ incubators

Challenges, Education (E) &

between academia and industry

the value chain for R&I and in the

gap between new knowledge

Training (T) Challenges

at lower TRLs

E&T programs

creation and industrial research

E&T: team-up with industry for

E&T: Train researchers towards an Increase the number of pilot lines

and strengthen the impact on

better tailored E&T programs,

entrepreneurial mindset; Develop

adults; Team-up with Science

including life-long learning

innovative platforms and tools for E&T: expand the use of photonics

& Technology Museums for the

teaching and training Continue

instruments and platforms in

uptake of Photonics as flagship

to strengthen the presence of

non-photonics E&T programs

science

E&T: Set-up specific actions to
widen the audience for photonics

E&T: set up a pan-European

network of institutions committed Photonics technologies in the
to outreach that makes possible

FabLabs

Set-up new initiatives and

sustained efforts to nurture future

structures, and team-up with the

European workforce, promotes

existing ones, to bring photonics

entrepreneurship and reaches

to the citizens and the citizens to

new industry sectors

Photonics

Joint actions required with

Identify high-impact fields

Create photonics-based tools and Set-up a pan-European

Set-up a pan-European network

other disciplines (e.g. Artificial

and applications where new

platforms with an interdisciplinary network of flexible facilities and

of pilot lines connecting different

Intelligence) or fields (e.g.

knowledge in Photonics is

approach: on one side team-

infrastructures for the fabrication

enabling technologies for a

robotics)

more likely to give future

up with traditional KETs for

and characterisation of low

more efficient approach to the

breakthroughs;

multipurpose tools and platforms, TRL demonstrators based on a

development of innovative

on the other side approach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products and systems for new

Set-up interdisciplinary E&T

new emerging disciplines (e.g.

combining different enabling

markets and new societal needs

programs including Photon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ields

technologies

as a flagship science for digital

(e.g. Robotics) to evidence the

innovation;

potential of Photonics to expand
functionalities

Team-up with experts i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to include new instruments and
approaches in Photonics E&T
programs (e.g. gam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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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식품 (Agriculture & Food)
기후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안전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의 생산 단계에서 경제성과 생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
는 해결책을 광기술을 통해서 제시하기를 권고한다. 이미 가능성을 입증한 기술은 실제 농업과 식품 산업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상용
화하는데 도전해야 한다.

유럽 Photonics 21이 제시한 농업과 식품 분야 전략로드맵
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Overview

Mapping and gapping:

Mapping & gapping:

•Fingerprinting of plants/ food

•Novel concepts for

Technology

•AI & photonic solutions

•Continuous alignment of

Challenges

•Identify powerful applications

crossover research agendas
•Powerful applications identified

products with novel concepts

maintenancefree,

for “smart” multi-analytic

selfcalibrating, fault-tolerant,

photonic systems with built-in

self-diagnosing “smart”

AI/ML data interpretation

multianalytic photonic sensor
(IoT) systems

Critical milestones to move from
Science to Market

•Report & new alliances /
projects launched in crossover

•Report & prototype
demonstrations in projects

•A clear increase in photonic
industry sales in AgTech

Photonics & AgTech
Photonics
Research (R) & Innovation (I)
Challenges

Joint actions required with

•Precision agriculture and novel
sensors
•Vertical Farms & autonomous

sensor developments

•Make sensor systems “smart”
by embedding AI/ML engines
•Fabricate/demonstrate cost-

systems through AI/ML

applications for cloud-

effective sensors aimed for a

empowerment of photonics

based proof-of-concept

large number of sales (> 1000)

solutions

demonstrations
•Workshops on: Identify

Sensors for field Robotics for

highimpact applications in

creation, demonstrations and

Intelligence) or fields (e.g.

autonomous navigation

relevant markets: Health, Food/

insight generation in relevant

•Exploit crossover calls

Agriculture, Transport, Industry
4.0

•Optimise user value through
robust, selfcalibrating “smart”
products
•Focus on “green” products,
including recyclable or
biodegradable consumables

•Workshops on: Joint spec

other disciplines (e.g. Artificial
robotics)

penetration with novel
products/services

•Miniaturisation/featherweight
•Select most promising

•Workshop on: AI & Photonics

•International market

markets and applications
•Exploit crossover calls

•Joint field tests and insight
generation
•Mutual investigation of
regulatory aspects and novel
industry standards

•Exploit crossover calls

자동차와 수송 (Automotive & Transport)
자동차와 수송 분야에서 광공학이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매우 커지고 있다. 광기반 센서와 통신, 인간-기계 인터
페이스의 발전 등은 도로 안전, 더 깨끗한 수송, 혼잡하지 않은 도로교통,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Photonics 21이 제시한 자동차와 수송 분야 전략로드맵
2021

2022/2023

Overview

hotonic sensing

(Technology)

Affordable and efficient Adaptive Driving Beam

Challenges

2024/2025

2026/2027

2028

Information projection
Communication with Light (Lifi)
Immersive Interaction with displays having new properties
Compact optical systems for immersive Interaction

Critical milestones to move from

Sensing sufficient for automated

Sensing and Adaptive Driving

Daylight versus night-

LiFi range, bandwidth and

Science to Market

highway driving

Beam adverse weather

time information projection

immunity requirements

performance

requirements

Distraction measures

Highbeam always on, except
where glare
tonics

Sensing range and resolution for

Affordable high-resolution matrix headlights and related control

Wavelength selection

Virtual displays Augmented

Research (R) & Innovation (I)

highway speed under all relevant

abilities

Communication protocols and

reality Congruent displays

Challenges, Education (E) &

weather conditions

Training (T) Challenges

interference handling
Efficient light sources and optical systems with appropriate colour
temperature and colour change abilities

Joint actions required with

The proper balance of sensor

Human factors, such as physiological effects of lighting and human

other disciplines (e.g. Artificial

requirements when fused with

ability to cognitive absorb information projection without causing a

Intelligence) or fields (e.g.

other in-vehicle sensors such as

distraction

robotics)

radar and cameras

V2X community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related to immersive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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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ics 21이 제시한 전략로드맵 작성 과정

검토 의견

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일단 작성 주체가 관련 분야

150 쪽에 가까운 본 전략 로드맵은 광공학, 즉 photonics 라는 키워

의 거의 모든 산업체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단체이고 유럽

드가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지속가능 사회 등 다양한

정부는 재정적 지원만 하였다. 수많은 연구자와 회사가 참여하는

미래 산업의 이슈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또는 접목될 수 있는지

Photonics 21과 같은 산학연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하

를 잘 정리하고 있다. 실제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을 중심으로 광학

나만으로도 통합 유럽이 가지는 힘을 실감할 수 있다.

분야 부품소재와 생산기술 분야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유럽의 관

로드맵 문서에는 협의기구 내에서 전략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

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광공학 분야의 강점을 미래 유망한 산업 분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야로 연결시키려는 중장기 로드맵이 현재의 시장 데이터와 연구개

포용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 대표들

발 투자 현황을 근거로 제시되어 매우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로 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워크샵으로 정보를

본 로드맵은 예산 투입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이 아

공유하고 공개하면서 분야별 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약 1년에

니고 앞으로 이런 주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개발 방향을 끌고 가

걸친 기간을 통하여 로드맵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많은 참여인

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연합에서는 향후 차기 연구개

원이 1년이라는 충분히 긴 시간을 투자한 결과라고 하니 그 결과물

발(Framework Programme 9) 계획에 이러한 전략 로드맵을 기초

에 대한 권위가 더 높아진 셈이다.

로 하여 예산을 배정할 연구주제를 결정할 것이고 이후 구체적인 연

한마디로 유럽의 광공학 전략로드맵은 현장 실무에 밝은 산학연 전

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여 기획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가가 주도하여 1년의 시간을 두고 의견을 모아 정부기관에 다음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이러한 로드맵은 우리나라 정부나 연구자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미 어떤 방식으로

에게 언제나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여

든 결정되어 있는 정책 방향에 맞춰서 소수의 인원이 급하게 모여 정

우리의 현황에 맞는 로드맵을 만들고 미래에 어떤 주제에서는 경쟁

부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숨가쁜 일정에 맞춰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하고 어떤 주제에서는 추격하고 어떤 주제에서는 다른 길을 찾아보

익숙한 연구자들에게 이 문서는 앞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의사결정

게 될 것이다.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

이번에 유럽의 전략 로드맵을 검토하면서 로드맵의 내용도 중요하

의 로드맵이기도 하다.

지만 그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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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PULSE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신경망 소자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신경망 소자
컴퓨터에 빗대어 생각할 때, 우리의 뇌는 극저전력에서 대규모의 병렬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뇌
를 구성하는 뉴런과 시냅스의 특성을 모사하여, 뇌가 갖고 있는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 뉴로모픽 소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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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신경망 소자

그림 a. 뉴런-시냅스 단위 소자 내, 신호처리 개념도. b. 단위 소자 구성도. 빨간 화살표 부분에 상전이 물질(phase-change material; PCM)이 집적됨. c.
상전이 물질이 링-공진기에 집적된 실시 예의 전자현미경 사진. (저작권 Springer Nature: Nature 569 208 (May 2019), Copyright 2019)

최근, 뉴런과 시냅스 사이의 신호전달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실리콘 포토닉스 플랫폼 (SiN on Si)에서 구현하고, 패
턴인식을 시현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뉴런-시냅스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뉴런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따
라 특정 시냅스가 시간에 따라 강화 혹은 약화되는 학습 특성과, 뉴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하량이 축적된 후에야
시냅스로 정보전달 신호가 떨어지는 특성(integrate-spike fire)이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빛의 세기에 따라 광
학특성이 바뀌는 상전이 물질(phase-change material)을 광도차로(waveguide)와 링 공진기(ring resonator)에
집적하고, wavelength-division multiplexing을 사용하여 이러한 특성을 구현하였다(그림 참조). 주목할 만한 점
은, 광학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여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 모두가 가능하며, 간단하지만 패
턴인식이라는 정보처리가 가능함을 보인 점이다. 또 이렇게 구현된 뉴런-시냅스 단위 구조를 중첩시켜서 복잡한
구조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자세한 내용은 Nature 569, 208 (May 2019)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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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청사진 ‘주목’…국회서 정책토론회 열려
- 장병완 의원 주최, 19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열려
-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체계적 지원 필수”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장· ㈜그린광학 김동균 전무) ▲광ICT 유망분야 발굴 및 육성방안

세미나실에서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장

(㈜우리로 이재인 회장) ▲UV LED 광융합 유망기술 발굴 및 발전방

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안(㈜테스 오명석 부사장) 순으로 패널 발표가 이어졌다.

는 한국광기술원, 한국조명ICT연구원, 한국광학회 등 광융합 전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광산업이 광융합산업으

200여명이 참석해 광융합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했

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유망 분야 발굴과 함께 해외 시장 개척이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광융합기술 종합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해

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광융합산업의 청

외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와 국내외 인증 확대, 광융합 분야 산업 통

사진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대학교 이병호 교수의 ‘광융합 활성화 국제 추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장병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재임 당

세’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립중인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

시 대표 발의한 광융합기술 지원법이 지난해 9월 21일 본격 시행돼

획’이 공동 발제돼 이목을 끌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은 2016

이렇게 정책토론회를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

년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

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광융합산업의 육성·진흥은 물론 미래신산업

한 법률(이하 광융합기술 지원법)’을 근거로 광융합산업이 4차 산업

으로 성장하는 그 날까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명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담은 중장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최남

플랜이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 완성되면 침체기를 겪고 있

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광산업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

는 광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열띤 토론의 장이

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

마련됐다.

대를 개척해 나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

한국광학회 정영주 전 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는 ▲LED 광융합

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의 미래와 발전방안(부경대학교 유영문 교수) ▲애플과 구글의

한국광산업진흥회 이재형 회장은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꾸준한

이미지 인식 기술의 제품화 과정을 통해 본 광융합 유망기술 발굴을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광융합산업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소요되는 축적의 시간(한국LED·광전자학회 박원규 회장) ▲광

담당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 광산업이 신 성장동력 산업의 결실

융합 유망기술 발굴 및 발전방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영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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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융합 비즈니스 페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한다
- 8. 26 ~ 28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 25개국 300여명 해외 바이어 참석
- 실질적 구매 상담과 계약의 전시회의 내실화 추진
- 유망기술과 연구사례 정보공유의 장
- 국내 대표적 광융합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가 오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또한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9 국제광융합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

통신연구원 등의 광융합산업육성지원기관의 홍보관에서도 미래 광

한다.

융합산업분야 유망기술과 광융합산업의 발전방향을 조망할 수 있도

이번 전시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외 광융합 시장 동향

록 하고 있다.

과 미래 발전방향을 가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아울러 SC사업홍보관을 구성하여 광융합산업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2011년 광산업전시회로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로서 9회째를 맞는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내 대표적 광융합 전문전시회다.

이 밖에 전시회에서는 광융합산업 기술확산교류회와 에너지 효율화

200개 업체 350개 부스 규모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광

스마트 조명 설명회, PLC 기반산업 발전 전략 기술 교류회 및 전문가

관련 주요기업들의 광융합조명, 광ICT, 광부품, 광에너지 등과 관련

위원회, 전력산업 광융합 기술표준 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

된 첨단 광융합 제품이 전시된다.

된다.

㈜금빛, 알에프세미, 코리아반도체조명, 애니캐스팅, ㈜도은, 포스텍

한편 전시회에서는 광융합산업 관련 신기술·우수제품 개발 기업과

등 국내 기업은 물론 독일,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도 광융합 관련 주

광융합산업 육성·발전에 기여한 업체 및 유공자를 선발하여 산업통

요기업과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상자원부장관상과 광주시장상이 수여된다.

특히 전시회 기간 중 열리는 비즈니스 프라자에는 미국, 유럽, 아시

한국광산업진흥회 이재형 회장은 “국내 광융합산업은 많은 어려움

아, 중동 등 실질 구매력을 갖춘 25개국 200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

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석, 국내 관련기업과 실질적 구매 상담과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의 광융합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

를 모으고 있다.

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뿐만아니라 국내외 광관련 연구자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

하겠다”고 밝혔다.

리는 광융합산업 발전포럼에서는 차세대 광통신과 광응용 기술동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망기술 소개 및 연구 사례 발표가 예
정돼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정보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융합산업 발전포럼에서는 해외 유망 프로젝트 추진사업 및 활동
계획과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사업 소개, 글로벌 광융합 신규 프
로젝트 정보 제공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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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캐스팅 ‘LED 조명 렌즈’
…한국은 좁다 세계를 밝힌다
- 국내 시장점유율 6년 연속 1위
- 북미•중국 등에 해외 법인 설립
- 국제 전시회서 고품질 제품 호평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렌즈 전문업체 애

해외에선 독일, 러시아, 터키에 마케팅 거

는 나노 패턴 성형기술, 뛰어난 조명용 광

니캐스팅(대표 김성빈)이 해외 시장에 진출

점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등

학 렌즈 설계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다. 글로벌 LED조명 렌즈 전문기업으로

북미시장에 이어 중국에 법인 설립, 인도에

최적의 사출조건을 적용해 렌즈의 표면조

도약한다는 목표다. 애니캐스팅은 지난해

대리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

도, 형상 정밀도 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까지 6년 연속 국내 LED조명렌즈 시장 점

어갔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연간 10회

달성했으며, 평균휘도와 휘도 균일성을 최

유율 1위를 차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

이상 해외 주요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대한 높였다. 경쟁 업체가 구현하기 힘든

로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한 렌즈를 개발해

지난해 ‘백라이트 컨트롤’이라는 자체 특허

첨단기술로 뛰어난 광 품질과 효율 제품을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고 밝혔다.

기술로 개발한 수면방해와 생태계교란을

출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표준형 전반사 렌즈와 옆으로 퍼

일으키는 빛 공해 차단효과가 뛰어나면서

김성빈 대표는 “강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진(oval)렌즈,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TV

고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5050 플랫 패키

국내와 해외 LED 조명용 렌즈 세계시장에

백라이트유닛(BLU), 특수조명 렌즈 등을

지용 표준형 12구 어레이 렌즈로 국내외 시

적극적으로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

개발해 국내에선 한국도로공사와 지방자

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회사는 비구면 플

혀 나갈 방침”이라며 “LED 조명시장 트렌

치단체에 터널등과 가로등, 보안등 모듈을

라스틱 렌즈로 유리 렌즈를 대체할 수 있는

드를 파악해 글로벌 LED 조명 선두기업으

공급하고 있다. 국내 LED 조명시장의 70%

고품질 디지털 몰딩 기술과 노란띠(Yellow

로 발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Ring) 등 LED 연색성 불량을 개선할 수 있

LED•CCTV 결합해 보안 기능 강화
- 테크엔, 신개념 조명 개발
- 보안등•투광등에 CCTV 내장 고화질 촬영 영상 원격 관리
- 우범지역•쓰레기 투기 등 감시
폐쇄회로(CCTV)와 발광다이오드(LED)를

등과 고효율 투광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치높이 6m 간격 50m 이내에서 균일한 조

결합해 보안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 신개념

CCTV 내장형 보안등은 특수렌즈와 고효율

도를 유지한다.

조명제품이 나왔다. LED 조명전문기업 테

모듈을 채택해 고화질(HD)급 동영상을 실

농촌지역 좀도둑 예방, 도심 우범지역 감

크엔(대표 이영섭)은 CCTV가 내장된 보안

시간 저장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설

시,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 등의 목적으로

024

K-LIGHT

NEWs Click

July 2019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원격 관리가 가
능하다.
CCTV투광등은 표면에 전극을 걸어 알루미

지오씨(주) 광통신케이블시장
석권에 이어 광센서시장 본격진출

늄 표면을 산화시키는 아노다이징 코팅으

지오씨(주)(www.goc2001.com, 대표 박인철)가 광통신 옥내외용

로 녹이 슬고 부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케이블 시장을 석권한데 이어 광센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다. 풀 HD급 화소 CC카메라가 내장돼 촬

있어 관련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영영상을 원격에서 확인하고, 600W로 메
탈등 1,500W를 대체할 수 있는 고용량 제

지오씨(주)는 지난 2017년말 정부에서 광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

품이다. 빔각이 다양하고 방열이 뛰어나며

정·공포된 데 힘입어 광산업과 의료산업 융합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경영전략에 따라

에너지 절감효과도 탁월하다. 공장, 항만부

2016년부터 꾸준히 연구 개발해 온 관상동맥 혈관 내 혈압측정 시스템(FFR Display System)

두,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 특수 경계지역

상품화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혈관조영술을 통하여 심혈관 협착 부위를 검사하여 스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으나, 지오씨(주)가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혈관 내 혈압측정

이 회사는 특허기술인 ‘파워 LED 조명용 금

시스템을 사용하면 혈관 협착 부위의 혈압 차이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협착 부위를 정

속 열전도핀 삽입형 방열기술’로 두 제품

확히 판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스텐트 삽입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환자의 스텐트 삽입

을 개발, 신기술(NET)인증과 신제품(NEP)

에 따른 시술상 고통은 물론 의료비용 부담을 함께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인증을 취득했다. 기존 LED 조명은 전율의
70%가 열로 빠져나가 수명이 5~7년이지
만, 테크엔은 은핀으로 열을 잡아주는 방열
기술로 LED 조명 수명을 최대 4배인 20년
이상으로 늘렸다.
테크엔은 최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GFRP)을 활용해 부식을 방지하고 낙뢰를
예방할 수 있는 GFRP 가로등과 농작물 빛
피해방지 조명, 주변과 조화로운 감성 디
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 RGB파노라마 공원

※FFR(Fractional Flow Reserve)이란 : 심근분획 혈류 예비력으로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
(FFR=Pd/Pa)를 의미하며 이 지표는 관상동맥 혈관 내에 압력센서가 실장된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하여 협착 부위의 압력차이
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방법으로, 심혈관 중재술에 사용되고 있음.

등 등도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는 은 나노
칩 방열 특허기술로 LED 실내등과 가로등,

지오씨(주)는 그동안 서울 모 종합병원과 협업을 통하여 관상동맥 혈관 내 혈압 측정시스템

보안등, 공원등,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인체모형시험 및 대동물(돼지) 전임상 실험을 통해 혈압측정시스템의

등으로 제품을 다변화 하고 있다.

완성도를 높여 가고 있다. 2020년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국내는 물론 미

이영섭 대표는 “자체 특허기술로 LED 조명

국, 유럽지역 의료기기 인증을 신청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심혈관계 의료기기 수입

효율 향상, 수명 개선, 경량화를 추구하고

대체 효과는 물론 고령화 사회에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있다”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신재생 발전,
우수처리 재생산시설 분야에도 진출해 글

또한, 지오씨(주)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자사

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고 말했다.

내 광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광센서를 미래성장 동력 분야로 선정하고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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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왔다. 그 결과 기존의 전기화학 방식 수질센서의 단점(장기간 연

식산업 활성화 및 리딩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속 모니터링이 불가능, 잦은 교정과 세척으로 높은 유지보수 관리비
용 등)을 극복한 신개념 광학 방식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및

또한, 개발된 제품은 양식장 및 연안 환경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폐

수온 측정 수질센서(OS-100)를 개발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검증을

수 및 하수처리시스템, 지하수 모니터링, 유역환경 모니터링 등 응용

완료하였다. 광학 방식 수질센서(OS-100)는 수중의 산소 검출을 위

분야 신규 시장 창출이 용이하여 향후 다수의 해역 및 폐수, 하수 처

한 형광표지물질의 합성부터 측정센서 제작까지 국내 최초로 자체

리장 등에 보급 하여 수질환경측정 센서분야 핵심기업으로 성장 할

개발하여 상용화한 제품으로 수질 환경(DO, 수온)의 실시간 모니터

예정이다.

링이 가능한 저비용/고성능 스마트센서로 국내외 가두리 양식장과
내수면 양식장에 보급하고 있다.

지오씨(주) 박인철 대표이사는 “지오씨(주)의 광케이블은 국내는 물
론 해외 시장에서도 인도네시아, 포르투칼 생산거점을 통해 확고하
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용, 해킹방지용, 864심
마이크로시스 광케이블까지 개발하여 광케이블 분야에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올해부터는 수질 측정센서, 의료용 광센서, 분
광 플랫폼 기반 응용 센서 등 광센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개

[광학방식 용존산소 측정원리]

발을 통해 광융합 기술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포토폴리오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학 방식 수질센서(DO센서)란 : 광학 방식 용존산소센서는 산소분자에 민감한 광학 센
서막의 형광감쇄 현상(형광발색단 및 산소 분자 사이의 에너지 교환으로 인해 발생한 형광
소멸 기술)을 기반으로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향상된 신호 안정성 및
빠른 응답시간과 함께 매우 정확한 O2 측정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고염분의 수질에서도 사
용이 가능하며, 산소가 소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제품의 특징으로는 높은 정확성, 재현성
및 내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센서막을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어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이산
화황(H2S), 산 및 염기에 대한 안정성 확보로 센서의 수명이 매우 길어 장시간 연속 수질 모
니터링이 가능함.

특히, 2018년 전남 완도군 전복양식장에서 발생한 전복 폐사로 양식
어민 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고 당시 지오씨(주)에서 설치한 수질센
서(OS-100) 에서 모니터링된 용존산소(DO), 수온 데이터를 분석하
여 이상조류와 전복 폐사율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피해 어민
들에게 보상 근거로 활용되는 결과를 도출한 후, 전국적인 양식장 어
민들로부터 수질센서 설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지오씨(주)는 2020년까지 광학방식 수질센서시스템을 통해 온도,
용존 산소, 염도, pH 등 8가지 수질검사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해 정부의 정책인 스마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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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매질에서 생성된 고품질 양자얽힘 광원 개발

문한섭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팀이 원자 매질을 이
용해 안정성이 높고 품질 또한 우수한 양자얽힘
광원을 개발했다고 2019년 4월 밝혔다. 이 연구
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도약연구를 통해서 수행
되었고, 양자기술에 대한 우수한 연구성과는 연구
재단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http://110.10.129.62/
nwebzine/alim/229/sub1.html)
양자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에너지 단위다.
양자얽힘은 양자역학에서 두 양자계가 공간적으

그림1. 양자얽힘 광원에 사용된 루비듐 원자 증기 셀 (한국연구재단 제공)

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강한 상관관계를 갖
는 현상을 말한다. 양자통신이나 양자컴퓨터, 양자
계측은 모두 양자얽힘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이때
핵심기술이 바로 고품질의 양자얽힘 광원을 구현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비선형 결정을 이용해 양자얽힘을 구현
했다. 비선형 결정은 변형력이나 전기장, 자기장 같
은 외부 영향과 비례하지 않는 변형, 분극, 자기화
를 나타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비선형 결정으로 생
성된 양자얽힘 광원은 광자 스펙트럼이 넓어 광자
를 저장하고 제어하는 양자메모리와 양자리피터
구현에 한계가 있었다.
문 교수팀은 원자 증기 셀에서 이런 광자 특성을
제어해 효율이 높은 양자얽힘 광원을 개발했다. 원
자 증기 셀은 빛이 진행할 수 있도록 무반사 코팅

그림2. 원자 증기 셀에서 생성되는 고품질 양자얽힘 광원 설명도

창이 달린 고진공 상태의 공간이다. 이곳에 원자를

Letters에 발표된 원자매질에서 생성된 시간-주파수 얽힘 양자광원 개발에 이어서

넣고 밀봉하면 순수한 원자가 증기 상태로 머무른

2019년 4월 9일에 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되었다.

다. 또 이 양자 광원의 특성을 양자간섭과 양자상

문 교수는 “국내 순수 기술로 원자 매질에서 생성된 광자쌍을 제어해 고효율 양자얽힘

태 단층 측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성공했다.

광원을 개발하고 이를 측정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해 양자컴퓨팅, 양자

이번 연구 결과는 2017년 Optica에 발표된 독립

네트워크, 양자통신 등 양자정보과학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

된 양자광원의 양자간섭, 2018년 Physical Review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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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모그래픽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 토모그래피 기법 응용해 3차원 디스플레이 시각적 피로 및 어지러움 원인 해결

단층 이미지 조합을 찾아냈다. 이는 3차원 물체
를 단층 이미지로 변환하는 컴퓨터단층촬영 기
법에 대응된다.
수치해석적으로 계산한 단층 이미지는 고속 공
간 변조 백라이트,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 가변
초점 렌즈의 조합으로 재현된다. 토모그래픽 디
스플레이는 위 3가지 광학 소자를 이용해 80장
그림1. 토모그래픽 3차원 디스플레이의 원리. 고속 공간 변조 백라이트, 액정 패널, 가변 초점 렌즈를 동기화 하여 다수
의 단층 이미지를 여러 깊이에 재현. (서울대 공대 제공)

이상의 단층 이미지를 해상도와 프레임 저하 없
이 생성할 수 있다. 80장의 단층 이미지는 눈 앞
으로부터 약 18 cm부터 수십 m 사이에 분포할
수 있어 넓은 깊이 표현 범위를 갖는다.
토모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면, 기존 양
안식 3차원 디스플레이가 유발하는 시각적 피로,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편안한 사용자 경험 전달이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 해결
과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토모

그림2. 토모그래픽 3차원 디스플레이 프로토타입 촬영 사진. 18 cm 부터 광학적 무한대에 이르는 넓은 깊이 표현 범
위를 가짐. (서울대 공대 제공)

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형태의 3차원 디스
플레이 영화관에 응용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병호 교수(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연구팀이 기존 3차원 디스플레이의 깊이 표현 한

이병호 교수는 “토모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일상

계를 극복한 토모그래픽 3차원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 토모그래픽 디스플레이는 해상

속에서 즐기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경험을 위

도나 프레임율 저하 없이 표현 가능한 물리적 깊이 표현 범위를 대폭 늘릴 수 있다. 이병

한 핵심 기술”이며, “그동안 난제로 여겨졌던 양

호 교수 연구팀은 본 기술을 3차원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에 접목시키면 기존 3

안식 3차원 디스플레이의 시각적 피로 문제를

차원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HMD)들이 유발하는 시각적 피로, 어지러움, 메스꺼움

실제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를 확장시켜 안경식 토모그래픽 디

토모그래픽 디스플레이는 3차원 물체로부터 나오는 빛의 분포를 다수의 단층 이미지

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앞

들로 재현하는 기법이다. 토모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은 정확한 빛의 분포 재

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현을 위한 단층 이미지 조합을 찾는 것이다. 연구팀은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tomography, CT) 기법에 착안해 실제 빛의 분포를 수치해석적으로 역투영시켜 최적의

2019년 6월 7일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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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상태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기하학적 위상의 메커니즘 규명

그림1. (왼쪽) 양자측정에 의한 양자상태의 변화. (오른쪽) 양자측정 기저 ‘b’와 측정세기를 변화시키며 측정한 기하학적 위상

양자상태가 외부적인 조작에 의해 변화한 뒤 다시 기존 상태로 돌아

화해 가는 기작을 정밀하게 관측하였다. 특히, 양자측정에 의한 반작

왔을 때 그 과정을 위상의 형태로 기억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용을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양자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학학적

를 기하학적 위상이라고 한다. 저명 물리학자인 ‘마이클 베리’에 의해

위상이 순수하게 양자측정 반작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최초로

1980년대 도입된 기하학적 위상의 개념은 자연계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주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재는 화학, 재료공학, 광학, 양자정보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하학적 위상

이번 연구를 통해 양자 물리계 이해를 위한 중요한 두 개념인 “양자

의 응용범위가 양자컴퓨팅 구현에까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기하

측정 반작용”과 “기하학적 위상”이 서로 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

학적 위상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밝혀졌다. 또한, 연구팀은 양자측정에서 얻어지는 기하학적 위상
이 양자정보 및 양자계측 분야에서 활용되는 주요 개념인 “양자 약한

기하학적 위상은 일반적으로 양자상태가 느리게 변화하는 단열과

값 (quantum weak value)”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정에서만 발생한다고 여겨졌으나, 즉각적으로 상태가 변화하는 “양

팀은 양자측정 시 발생하는 기하학적 위상이 양자물리계 다른 주요

자측정”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이 예견되었다. 그러나 양자측정

개념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하학적 위상 연구의 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하학적 위상의 기작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

용범위를 넓히는 주요한 초석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물리학 분야 저명 학술지 ‘네이쳐 피직스 (Natur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 조영욱 박사 연구팀과 포항공

Physics, 2019년 4월)’에 “Emergence of the geometric phase

대 물리학과 김윤호 교수 연구팀은 극도로 잘 제어된 양자측정기술

from quantum measurement back-action”라는 제목으로 게재 되

을 통해 단일광자의 양자상태가 양자측정에 의한 반작용에 의해 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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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으로 작동하는 뉴로모픽 소자설계

그림1. (아래쪽) 생물학적 뉴런의 원리 (위쪽) 빛으로 구동
되는 광학 뉴런의 원리

그림2. 빛으로 구현한 뉴런의 다양한 동작 기능: (왼쪽) 진동 억압 특성의 예시, (오른쪽) 방향성을 갖는 반복 발사 특성 (빛이
여기(excitation)되는 방향에 따라 동작범위가 달라짐)

우리 뇌의 뉴런 세포는 전자회로의 트랜지

질***을 활용하여, 단위 뉴런의 다양한 연산 기능들을 광학적인 신호처리로 모사, 재현하는 데

스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경계의 단위 프

에 성공하였다. 연구진은 빛의 세기에 따라 입력값과 출력값이 달라지는 비선형성을 갖는 메

로세서라고 할 수 있다. 뇌의 학습 및 기억

타물질을 개발하고, 이를 두뇌 내 뉴런과 같은 나트륨 채널과 칼륨 채널에 대응시킴으로써, 뉴

능력은 뉴런 각각의 신호 처리 기능이 복잡

로모픽 광소자에서의 신경 신호 처리를 광속으로 구현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전기 신호가

한 신경망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되어 구현

외부 잡음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 세기를 유지하는 등 뉴로모픽 및 두뇌 모사 메모리 소자에

되는데, 최근 주목받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

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빛의 흐름으로 구현할 수 있음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는데,

능 기술은 두뇌의 뉴런 네트워크를 컴퓨터

이는 세계 최초로 빛의 속도로 동작이 가능한 초고속 뉴런 모사 광소자의 설계 개념을 정립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적으로 모사

것이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만으로

박남규 교수는 “생물학적 구조의 동작 원리를 물리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광학 소자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경우, 속도 저하와 높

를 설계했다”며 “초고속 뉴로모픽 소자 및 인공지능 개발에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은 전력 소모 등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기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2019.06)에 “Neuromorphic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뉴

Functions of Light in Parity-Time-Symmetric Systems”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런의 동작과 네트워크 자체를 하드웨어적

* 뉴로모픽(Neuromorphic) 기술: 생물학적 신경계 시스템에서의 신호 처리를 반도체 및 광학 분야 등의 하

으로 모사한 인공지능 전용 뉴로모픽* 칩의

드웨어 시스템을 통해 모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개발이 필수적이다.

** 패리티-시간 대칭 (Parity-Time Symmetry): 어떤 시스템에 공간상 반전 및 시간 축의 역전을 동시에 가

서울대학교 박남규 교수 연구팀은 패리티-

했을 때 해당 시스템이 원래 시스템과 동일한 경우를 나타내는 대칭성이다. 해당 대칭을 만족하면 시스템

시간 대칭**이라는 특이한 물리적 대칭성

내에서 에너지의 이득 및 손실이 있더라도 전체 에너지 상태는 안정적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을 만족하는 증폭/손실 물질에 시간 대칭

*** 메타물질(Metamaterial): 인위적 매질의 배열 구조를 통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도록 설

성을 제어하는 비선형성을 추가한 메타물

계된 물질로서, 투명망토 등에 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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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 3차원 영상 재생

그림1. 60Hz로 동작하는 3차원 동적 컬러 홀로그램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특별한 안경 없이 실감 나는 3차원 영상을

은 약 3도 이내로 제한돼 사실상 실용화가 불가능하다.

재생할 수 있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실용적인 홀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개의 공간광파면 조절기를 합쳐

오랫동안 꿈의 기술로 여겨져 왔다. 3차원

이용하거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다량의 홀로그램 이미지들을

홀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빛의 세기와

조합해 3차원 이미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빛이 진행하는 방향 모두 정밀히 변조해야

연구실 환경에서만 구현됐다.

한다. 빛 진행 방향의 정밀한 변조는 공간

KAIST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 연구팀은 복잡한 광학계를 구성하는 대신, LCD패널과 비주기적

광파면 조절기에 의해 이뤄진다. 이때 빛이

으로 설계된 박막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방식에 비해 크게 향상된 3차원 영상을 구현하였다.

진행하는 방향을 넓은 각도에서 정밀하게

박막은 비주기적으로 배열된 수많은 구멍(핀홀)들로 구성되어있는데, 핀홀은 빛을 넓은 각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간광파면 조절기가

로 퍼뜨린다. 따라서 형성된 3차원 영상은 넓은 각도에서 시청 가능하다. 박막을 투과한 빛은

많은 픽셀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마치 무작위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핀홀의 배열구조에 따라 항상 일정한 형태

공간광파면 조절기의 픽셀 개수는 실감 나

의 산란패턴을 나타낸다. 본 연구진은 핀홀의 배열구조와 원하는 3차원 홀로그램 영상 사이의

는 3차원 영상을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하

수학적 상관관계를 이용함으로써, 실감나는 3차원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하였다. 특히 모든 색

다. 즉 빛을 매우 한정된 각도 내에서만 변

상과 동적 3차원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일반 디스플레이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

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현재

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3차원 영상은 크기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2019.

는 약 1센티미터(cm), 시청 가능한 시야각

03 온라인판) 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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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에 성큼 다가가다

그림1. P3HT를 정공수송물질로 사용한 이중층 할로겐화물 구조의 태양전지개념도

NREL(미국재생에너지연구소)은 4월 16일 ‘태양전지 최고효율 차트’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서장원 박사팀은 빛을 받아 발생

를 발표하고, 한국화학연구원 서장원 박사팀과 MIT 모운지 바웬디

한 정공(+)을 전극으로 이동시키는 정공수송층 역할을 하는 전도성

교수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기록한 24.23%가 페로브스카이트 부문

고분자 ‘P3HT’(poly 3-hexythiophene)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계 최고효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화학연구원은 2017년 10월

페로브스카이트 박막(DHA : 이중층 할로겐화물) 기술을 개발해, 페

세계 최고효율 22.7%를 기록한 이후, 1년 반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로브스카이트 계면의 물리적, 전기적 특성이 향상되고, 안정성과 정

되찾았다. 한국화학연구원 서장원 박사는 “이번에 기록한 24.23%는

공수송 효과가 극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

태양전지 충전율(FF·Fill Factor)*을 84%까지 끌어올려 달성한 것으

양전지는 상대습도 85%에서 1천 시간 이상 보관했을 때 초기효율

로, 앞으로 전류만 상승시킨다면 효율 향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

대비 80%의 성능을 유지하고, 태양전지 사용조건에서 1천300시간

했다. 이번 MIT와의 공동연구 핵심연구자인 신성식 박사는 “앞으로

이상 구동했을 때 초기효율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유지, 높은 수

25~26% 전력변환효율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분안정성과 장기구동 안정성이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세계 최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교해 제조가

학술지의 하나인 네이처 3월 28일자에 발표됐다.

쉽고 제작원가는 낮은 수준이어서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

서장원 박사는 “전도성 상용 고분자를 활용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다. 제조비용이 실리콘 태양전지의 5분의 1 정도로 저렴하고 전력변

전지의 고효율, 고안정성을 확보한 신개념 페로브스카이트 박막기

환효율도 23% 내외로 실리콘 태양전지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

술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최적화된 공정을 통해 고효율 대면적 모

나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쓰이는 정공수송 소재는 가격

듈 개발도 가능해 상용화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 비싸고 높은 전도도 확보를 위해 첨가하는 친수성 첨가제가 안정
성에 치명적 문제를 일으키는 등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들

*태양전지 충전율(Fill Factor)는 태양전지 효율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최대

이 남아 있다.

전력을 개방 전압과 단락회로에서 출력하는 이론상 전력과 비교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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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형 빛을 발하는 재료, 더 쉽게 제작한다

디스플레이의 발광 효율을 향상시켜줄 원
편광 발광재료 설계방법이 한층 발전됐다.
최석원 교수(경희대학교)와 아라오카 후미
토 박사(일본 이화학연구소) 공동연구팀이
신개념 원편광 발광재료 설계지침을 제시
했다. 빛이 직진할 때에는 좌·우, 위·아래 등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뻗어나간다. 그
중 원을 그리며 나선형으로 나아가는 빛(원
편광)을 이용하면 디스플레이의 발광 효율
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
다. 원편광이 디스플레이의 핵심요소인 외
부 반사광 차단 필름을 통과할 수 있어, 휘
도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원편광을 이용하면 양자 암호화 통신도 구
현할 수 있어, 센서, 통신, 보안 등에서의 응
용도 기대된다. 그러나 원편광 발광재료의
제작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연구에 제한이
있었다.
연구팀은 분자의 자발적인 응집으로 형성
되는 나선형의 짧은 섬유가닥들 사이에 발
광체를 도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복잡한
원편광 발광재료 설계법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시계/반시계방향 중 한쪽으로

그림1. 연구개념도

회전하는 원편광을 발생시키기 위해, 발광

존 상식을 벗어났다.

재료도 반드시 입체발생 중심을 도입한 복

최석원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원편광 발광재료 설계에 대한 상식이 깨졌다”라고 연구 의의

잡한 광학이성질체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를 설명하며, “향후 이 연구 개념이 적용된 원편광 발광의 색변환 재료를 개발해 미래 디스플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레이 산업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입체발생 중심이 전혀 없는 분자들로만 구

이 연구 성과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기본연구)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재료

성되었음에도 원편광 발광이 관측되어, 기

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18.06)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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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효율의 청색 지연현광 OLED 소재개발

지연형광(TADF) 소재는 1세대 형
광 그리고 2세대 인광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
히, 수명 문제로 인해 효율이 낮은
형광을 사용하고 있는 청색 소자
에 관한 관심이 크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지연형광이
고, 올해 4월 경희대학교 정보디스
플레이학과 권장혁 교수 연구실에
서 Nature Photonics 저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청색 지연형광 소재
두 개가 발표됐다.
두 소재의 특징은 모두 억셉터
(acceptor)의 핵심 원자로 붕소

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연형광 재료보다 훨씬 우수한 색 순도를 나타냈고, PPBI라는 호스트와

를 활용하였다는 점인데, 이 붕

조합됐을 때, 21.5%의 외부양자효율과 함께 CIE 1931 색 좌표 (0.15, 0.06)를 달성하였다. 특히, 이

소에 산소를 달아 대칭성이 있

와 같이 20%가 넘는 효율과 NTSC급 청색 색 좌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로 세계 최초라 그 의미

는 구조로 단단하게 연결하여 억

가 더욱 크다.

셉터가 디자인되었다. 이와 같

TDBA-DI는 도너가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지는 않으나, 단단하고 conjugation이 긴 특성을 보

은 디자인으로 인해 재료의 발광

이는 DI라는 도너와의 조합을 통해 강한 지연형광 특성과 발광효율을 나타냈다. 특히, 분자의

효율(PLQY)이 상승하고, 반치폭

horizontal dipole orientation 비율이 0.89로 매우 높아 외부양자효율 상승에 크게 기인했다. 그

(FWHM)이 줄어 색 순도가 좋아

결과 따로 광추출 효과 없이도 38.15%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다만 TDBA-Ac

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지연

소재보다 색 특성은 (0.15, 0.28)로 좋지 않다.

형광 특성이 매우 잘 나타나 일반

TDBA-DI에 대한 구동 수명도 발표되었는데, 현재 청색 지연형광 소재의 삼중항 에너지보다 충분

적으로 지연형광이 갖는 문제점

히 높으면서 안정성이 뛰어난 재료의 부재로 효율은 20%대 초반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 조건에

중 하나인 엑시톤 수명을 크게 줄

서 밝기 1,000nit를 시작으로 500nit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소자 색에 따라 짧게는 55시간 길게는

이는 데 성공하였다.

100시간 정도로 발표됐다. 이는 청색 지연형광 소자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개선의 여지를

이번 합성된 두 재료중 TDBA-Ac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지연형광 소재 및 소자의 큰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

는 도너(donor)까지 대칭구조로
디자인하여 반치폭을 50 n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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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대표적인 페로스카이트 물질인 CaTiO3 및 (b)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

(1) 페로스카이트 구조

과 팔면체 상수 (μ)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란 Calcium titanium oxide (CaTiO3)와
같은 결정 구조를 가지는 물질(소재)을 일컬으며, 독일 광물학자인

(1)

Gustav Rose에 의해 발견된 이후 러시아 광물학자인 L. A. Perovski
(1792-1856)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일반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2)

는 그림 1처럼 ABX3의 구조를 가지며 A와 B는 양이온이며, X는 주로
음이온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계산된 t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구조체는 정육면체 (Cubic) 형

양이온(A 그리고 B)과 음이온 (X)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이

태의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가지며, 0.7에서 0.9 사이의 경우에는

루기 위해서는 화학 구조의 안정성 및 뒤틀림에 관한 상수인

사방정계 (Orthorombic) 및 삼사정계 (Tetragonal)의 구조를 가지

Goldschmidt 공차율 (t)과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인 팔면체 상수 (μ)

게 된다. 실험적으로, t 값이 0.8~0.9 사이, μ가 0.4~0.9 사이일 경

가 적절한 값을 가져야 한다 [1-2]. 온도 변화에 따라 페로브스카이

우 정육면체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가 형성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트 소재는 상전이 현상 (Phase transition)을 나타내며 온도가 증가

[2-4]. 이러한 수치적 해석에 입각해 볼 때, 유기물 양이온을 이용한

함에 따라 사방정계 구조 (Orthorombic, T < 162K)에서 삼정방계

유-무기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유기물의 크

(Tetragonal, T = 162K ~ 327K) 구조를 거쳐 상온에서는 주로 정육

기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음

면체 (Cubic, T > 327K) 구조를 나타낸다. 양이온 A, 양이온 B, 음이

이온과 양이온은 다음과 같은 물질로 주로 구성된다. 양이온이 자리

온 X의 이온 반지름을 각각 rA, rB, rX라 할 때, Goldschmidt 공차율 (t)

하는 A 위치는 유기암모늄 물질 (CnH2n+1NH3+), 유기아미디늄 (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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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할라이드 페로스카이트 소재의 광전소재 응용분야.

CH2(NH2)+, CH(NH2)2+, C(NH2)3+), 혹은 알칼리 금속인 Cs+ 등이 사용

물성을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X자리 할로

될 수 있으며, B의 위치는 2가 전이금속 (Divalent transition metal

겐 음이온과 A 자리 양이온의 공공 (Vacancy) 결함에 의한 에너지

cation) (Pb2+, Sn2+, Ge2+ 등) 그리고 X 위치에는 할로겐 음이온 (Cl-,

준위(Defect state)가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전도대 (Conduction

-

-

-

Br , I ) 혹은 티오시안산염 이온인 SCN 등이 사용될 수 있다 [5-6].

band) 및 가전자대 (Valance band) 에너지 준위와 비슷하여, 고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갖는 다양한 종류의 산화물 페로브스카이트는

밀도로 결정 결함이 형성될때까지 결함에 대해 강한 내성 (Defect

(ABO3 구조의 산화물) 지난 수세기 동안 우수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

tolerance)을 가진다[1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용액 공정을 통한

해 강유전, 초전도 및 압전소재로 활발히 연구, 개발되어왔다 [7,8].

박막 형성 시 박막 내부에 형성되는 결함이 소재내에서의 여기자

산화물 페로브카이트가 아닌 할라이드 (Halide) 페로브스카이트 소

(Exciton) 형성 및 전하 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고효율의 광

재(ABX3)는 D. Weber에 의해 1978년 최초로 보고되었다 [9]. 이후,

전소자 구현이 매우 용이하다 (그림 2). 본 리뷰에서는 페로브스카

1994년 전도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2차원 구조의 유-무기 할라이

이트 광전소자 중 대표적인 2가지 소자인 “태양전지”와 “전기발광소

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가 개발됨으로써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다

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차세대 디스플

양한 반도체 소자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태

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전기발광소자”에 대해 좀더

양전지 및 전기발광소자의 광활성층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할라이

비중을 가지고 기술하고자 한다.

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경우 이온 결합 (Ionic bond)으로 이루

대표적인 유-무기 페로스브카이트 소재인 CH3NH3PbI3는 우수한

어져 있어 전구체(Precursor)가 유기 용매에 대해 높은 용해도를 가

흡광 특성 (흡광계수 : 1.5×104 cm-1 at 550 nm), 긴 전하 확산 거리

질 뿐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도 합성이 가능해 용액 공정이 가능

(100∼1,000 nm), 높은 전자 및 정공 이동도 (0.06 ~1.4 cm2V-1s-1)

하다 [10]. A 자리의 양이온 (CH3NH3+, Cs+, HC(NH2)2+)과 X 자리의

및 높은 여기자 해리 (Exciton dissociation) 효율 등의 뛰어난 광학

할로겐 음이온 (I-, Br-, Cl- 등)의 조성을 변화시킴에 따라 소재의 광

적, 전기적 특성으로 ~20% 이상의 광전 변환 효율을 가지는 태양전

학적-전기적 특성을 쉽게 제어 할 수 있어, 응용 분야에 따라 소재의

지를 구현함으로써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소재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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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 (Copy from NREL).

[12].

PbI2로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다. ~60% 이상의 고습도 하에서 페로

2009년 일본 Toin 대학의 T. Miyasaka 교수 연구팀이 ~3.8%의 광

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은 급격히 감소하며 [15], 따라서 이러한

전 변환 효율을 나타내는 염료감응형태양전지 형태의 페로브스카이

문제는 페로스카이트 소재 및 소자 구조의 개선과 최적화 연구를 통

트 태양전지를 최초로 보고한 이후 [13], CH3NH3PbI3 박막의 결정성

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광활성층의 결

제어, 전하 이동도 향상, 소자 구조 최적화 등의 연구를 통해 태양전

정도, Grain size 및 계면 특성 제어를 통한 전하 및 정공 이동도 최적

지의 효율은 급격히 향상되어 최근 ~24.2% [NREL Best Research-

화와 효율 향상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Cell Efficiencies] 효율을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한국화
학연구원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림 3). 실험적 예측을 통한 페로브스
카이트 태양전지의 최대 이론 효율은 ~30.4%로 [14] 광전 변환 효

(3) 페로스카이트 전기발광소자
(Perovskite Light Emitting Diodes)

율은 향후 충분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페로브스카이

우리는 일상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 얻고 있으며 이에 따

트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 및 최근 연구 동향은 본지의 페로브스카이

라, 시각 정보 전달 매개체로써 디스플레이의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트 태양전지 리뷰에서 좀 더 깊이 기술될 것임으로 이를 참고하기를

있다. 최근, 보다 선명하게 자연색을 구현할 수 있는 고색순도 디스

바란다.

플레이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디스플

많은 연구자의 노력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광전 효

레이 발광 소재에 대한 개발 역시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고색순도

율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상업화를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문제가 반

는 발광 소재가 좁은 발광 스펙트럼 반치폭 (FWHM)을 가질 때 구현

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페로브스

될 수 있다. 따라서 트랩 준위의 수가 적은 직접 천이 발광형 반도체

카이트 태양전지의 낮은 대기 안정성 문제이다. 현재까지 정확한

무기 소재를 이용한 발광 소재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

CH3NH3PbI3의 분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

으나, 유기 소재에 비해 복잡한 박막 및 소자 제작 공정 등의 비용 문

하지만, 일반적으로 CH3NH3PbI3는 수분 (습기)에 의해 CH3NH3I 및

제와, 그에 따른 상업화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소재 개발에 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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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색순도 및 할로겐 이온 조성에 따른 발광 파장 변화.

구가 지속되고 있다.

1 n 3n+1

BX

(n=1, 단일 2D 구조체; n=∞, 박막)와 같은 조성을 가지며, 페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경우 할로겐 이온 조성 변화를 통

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의 A 위치에 CH3NH3+와 같이 최적의 결정

해 전 가시광선 영역대의 발광 파장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

구조 구현에 적합한 양이온 물질과, 분자 크기가 커서 결정 구조 구

라, 기존의 유기 소재에 비해 좁은 발광 반치폭 (Full width at half

현에 적합하지 못한 유기 양이온 물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만들

maximum)을 가져 고색순도의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수 있다. 이때, 다층 구조인 2D 나노 구조체의 전기적 특성은 유기 양

예상되어 최근 발광소자로의 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온의 정렬 정도에 따라 변화하게 되며, 이에 다양한 지방성 아민

러나 박막 (3D) 형태의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경우 낮은

(Aliphatic amine), 이작용성 아민(Bi-functional amine), 환형 아민

여기자 결합 에너지에 기인한 쉬운 여기자 해리로 인해 낮은 발광 효

(Cyclic amine) 및 공액 분자 (Conjugated molecule)를 유기 양이온

율 (PLQY)을 보이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으로 사용함으로서 2D 나노 구조체의 여기자 결합 에너지 및 가시광

위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박막 내 결정 크기를 작게 만들거나 양

내에서의 발광 특성을 조절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 또한 최

자점 형태로 만들어 여기자 결합 에너지를 높이는 연구가 보고 되고

근에는 적색, 녹색, 청색의 삼색 뿐만 아니라, <110> 방향으로 성장

있다 [16]. 페로브스카이트 전기발광소자의 역사, 효율 및 최근 연구

하며 연색지수가 85 이상으로 백색광을 발광하는 2D 페로브스카이

동향은 본지의 페로브스카이트 전기발광소자 리뷰에서 좀 더 깊이

트 소재가 합성됨에 따라, 저 차원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구조체의 디

기술될 것이며, 이에 본 기고에서는 다차원 소재 합성과 0D 페로스

스플레이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카이트 양자점 소재를 이용한 전기발광소자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

페로브스카이트 1D 나노 구조체는 화학 증착법 (CVD) 또는 용액 공

고자 한다.

정을 통해 합성될 수 있으며, 합성된 1D 나노 구조체의 뛰어난 광학

합성 조건 (반응 온도, 사용 용매, 유기 리간드 종류)의 변화를 통해

적, 전기적 특성은 센서, 레이저, 발광 소자의 소재로써 높은 적용 가

0D부터 3D의 다양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구조체를 합성할 수 있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1,22]. CH3NH3PbBr3와 CH3NH3PbI3 1D 나

다 [17,18]. 합성된 저 차원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체는 결정 주위를

노선을 발광층으로 사용한 녹색 및 적색 전기발광소자는 EL 스펙트

절연 물질인 유기 양이온이 둘러싸게 됨으로써 양자우물구조를 갖

럼의 반측폭이 ~26 nm인 매우 높은 색순도를 구현하였다 [23].

게 된다. 양자우물효과에 의해 전자와 정공의 결합 에너지가 증가되

양자점 소재는 양자구속효과를 통해 우수한 색순도 및 발광 효율을

며, 이로 인해 여기자 해리가 감소함으로써 높은 양자 효율을 구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양자점의 장점과 페로브스

할 수 있게 된다 [19]. 페로브스카이트 2D 나노 구조체는 (RNH3)2An-

카이트 소재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는 0D 페로브스카이트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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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본 연구팀에 의해 고온 주사법(Hot injection methods)을 통해 합성된 R, G, B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형광 및 TEM 이미지.

그림 6. 적색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합성, 할로겐 이온 치환법 및 전기발광소자 특성.

점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은 합

의 한계 요인으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26]. 이에 합성된 페로브

성 과정에서 크기와 모양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결함 내성

스카이트 양자점의 표면 리간드를 제어를 통한 광학적-전기적 특성

을 가져 카드뮴 및 인듐계 양자점과 달리 껍질 구조를 사용하지 않

향상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팀의 경우에도 페로브

아도 좁은 발광 반치폭을 갖는 장점이 있다 [24,25]. 0D 페로브스카

스카이트 양자점 표면에 존재하는 긴 alkyl 길이의 절연성 리간드를

이트 양자점은 재침전법(Precipitation method)과 고온 주사법(Hot

짧은 alkyl 길이의 전도성 리간드로 치환함으로써 양자 효율 (~90%)

injection method)을 통해 합성 할 수 있으며 [21] 대표적인 페로브

과 전하 이동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7,28]. 또한 최

스카이트 양자점인 CH3NH3PbX3와 CsPbX3는 상온에서 ~2 nm에서

근에는 표면 리간드 치환 뿐만 아니라, 요오드 암모늄 이온으로 양

~15 nm 크기의 정육면체 구조를 갖는다.

자점의 할라이드 이온을 치환하여 발광 파장을 제어하거나, 양자점

합성된 양자점은 크기에 따른 양자구속효과를 통해 같은 조성에서

의 표면 결함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후처리 방법도 개발되었

도 ~50 nm 정도의 발광 파장의 변화를 나타내나, 일반적으로 할라

다[29]. 올레일 암모늄을 활용한 경우, 양자점 표면의 리간드 밀도가

이드 조성 변화를 통해 가시광 영역에서의 발광 파장을 조절하게 된

향상되어 발광 효율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정공 수송층인 poly-TPD

다.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CH3NH3PbX3)의 경우 녹색에서 ~90%

층 위에 높은 박막 균일도로 양자점이 적층되었다. 이러한 우수한 양

이상의 높은 양자 효율을 나타내며, ~12-42 nm 수준의 좁은 반측폭

자점 및 박막 특성을 기반으로 21.3%의 EQE를 갖는 적색 전기발광

으로 디스플레이 소재로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18]. CsPbX3 페로

소자가 보고되었다 [그림 6].

브스카이트 양자점의 경우 고온에서도 밴드갭(Band-gap)의 변화가
적어 디스플레이에 적용 시 매우 높은 색 안정성 나타낼 것으로 예상

(4) 페로스카이트 레이저 및 온도센서

된다. 그러나 깜박임 (Blinking)으로 인한 양자 효율 저하와 표면의

(Perovskite Laser and Thermochromic Sensor)

절연성 리간드로 인한 낮은 전기적 특성은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전기발광소자 이외에도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은 자연증폭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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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s4PbBr6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이용한 온도 센서.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특성을 활용하여 레이저 분야로

스카이트 소재를 이용한 고효율 전기발광소자 및 태양전지들은 납

의 응용이 가능하다 [30]. 페로스카이트 양자점을 gain 물질로 사용

(Pb)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및 인류 건강 측면에서 큰 문제

한 레이저의 경우 이중 여기자 (Biexciton)의 재결합에 의해 발광함

가 되고 있다. 납의 소각 및 재활용이 현실적인 제안이지만 향후 납

-2

으로써 낮은 임계값 (5μJ/ cm )과 상온에서의 안정적인 발광이 가능

이 포함되지 않은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개발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한 장점이 있다.

하다. 현재 많은 연구그룹에서 Pb을 Sn, Bi, Mn 및 Zn 등으로 치환하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내부에 양자구속효과를 줄 수 있는 구조를 형

는 연구가 진행중이나 색순도나 발광 효율(<10%) 면에서 아직 해결

성함으로써, 발광 특성을 향상할 수 있다. Cs4PbBr6 결정은 그림 7과

되어야 할 점이 많다 [32,33].

같이 정팔면체 형태의 발광부 ([PbBr64-])가 Cs에 의해 공간적으로

태양전지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연구기간이 짧은 페로브스카이트

분리되어 양자구속효과를 나타낸다 [31]. 따라서 Cs4PbBr6 페로브스

전기발광소자의 경우 상업화를 위해서는 낮은 소자 효율과 소자의

카이트 소재는 높은 여기자 결합 에너지를 가져 상온에서 높은 발광

안정성 문제가 또한 해결되어야만 한다. 우선 먼저 해결해야 할 난제

효율을 보이며, 온도에 따른 결정 구조 변화가 적어 매우 높은 열안

는 페로브스카이트 전기발광소자의 낮은 외부 양자효율이다. 녹색

정성을 가진다. 특히 100°C까지 온도가 상승되더라도 안정된 발광

과 적색의 경우 약 ~20.3% [34]와 ~21.3% [29]의 외부 양자 효율이

특성을 유지하며, 100°C 이상에서는 포논에 의해 발광효율이 감소

보고되었으나, 청색의 경우 ~6.2% [3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

한다. 이를 활용, 온도 변화에 따라 ~20배 이상의 형광 contrast 가지

다. 이러한 전기발광소자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페로브스

는 감열 변색형 온도 센서로 적용 가능하였다.

카이트 소재의 깊은 HOMO 에너지 (특히 청색의 경우)와 정공 및 전
자 이동도가 고려된 최적의 소자 구조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광추출

(5) 요약 (Summary)

효율을 증가시키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경

페로브스카이트는 우수한 흡광 특성, 높은 여기자 해리 및 여기자 수

우 약 1.5~1.7 사이의 굴절률을 갖는 ITO 기판과 유기 박막에 비해 상

송 특성과 용액 공정 및 저온 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최근 활발

대적으로 높은 굴절률 (2.0)을 가져, 전자 수송층 및 정공 수송층 사

한 연구를 통해 차세대 광전소자 (태양전지, 전기발광소자, 레이저,

이에서 내부 전반사를 일으키기에 매우 좋은 조건으로, 광을 외부로

센서)의 소재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입증하며, 그 입지를 굳히고 있

발산해야하는 디스플레이 소자의 특성상, 이러한 높은 굴절률은 전

다. 하지만 상업화 되어 있는 기존의 광전소자에 비해, 과학적, 기술

기발광에서 단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페로브스카이트 전기발광소

적으로 해결해야할 난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자에서의 EL 스펙트럼의 추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자 구조의

태양전지와 전기발광소자의 상업화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구조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이에 마이크로렌즈, 나노 입자 등을 활용

문제는 페로스카이트의 독성 문제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페로브

한 표면 플라즈모닉 효과 혹은 굴절률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박막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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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Liu, “All-inorganic perovskite solar cells,” J. Am. Chem. Soc., 138,

유기물 전기발광소자 (OLED)와 마찬가지로 페로브스카이트 전기발

15829-15832, (2016).

광소자 역시 안정성 개선이 상업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

[5] Q. Jiang, D. Rebollar, J. Gong, E. L. Piacentino, C. Zheng, and

제로 대두되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자체의 안정성을 향상시

T. Xu, “Pseudohalide-Induced Moisture Tolerance in Perovskite

키기 위해 CH3NH3 양이온을 HC(NH2)2 양이온 또는 Cs 양이온으로

CH3NH3Pb(SCN)2I Thin Films,” Angew. Chem. Int. Ed. 54, 7617–

대체 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36]. 그러나 HC(NH2)2를 A 위치의

7620, (2015).

양이온으로 사용한 페로브스카이트의 경우 박막 제작 시 CH3NH3 기

[6] T. Baikie, N. S. Barrow, Y. Fang, P. J. Keenan, P. R. Slater,

반의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비해 낮은 전하 이동도를 갖기 때문에 합

R. O. Piltz, M. Gutmann, S. G. Mhaisalkar, and T. J. White, “A

성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소자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combined single crystal neutron/X-ray diffraction and solid-state

유기 양이온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Cs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nuclear magnetic resonance study of the hybrid perovskites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그 외 루이스 염기 처

CH3NH3PbX3(X = I, Br and Cl),” J. Mater. Chem. A, 3, 9298-9307

리 또는 2차원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도입 [37,38] 등과 같은 방법

(2015).

을 통해 소재 및 소자 안정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활발

[7] C. N. R. Rao, P. Ganguly, A. K. Raychaudhuri, R. A. Mohan Ram,

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저 차원 구조를 형성함으로 여기자 결합 에

K. Sreedhar, “Identification of the phase responsible for high-

너지를 향상시키거나, 표면의 결함 준위를 제거, 여기자의 비발광성

temperature superconductivity in Y-Ba-Cu oxides,” Nature, 326,

소멸 과정 억제를 통해 소재의 발광 효율을 향상시키는 연구 역시 수

856 (1987).

행되고 있다.

[8] R. E. Cohen, “Origin of ferroelectricity in perovskite oxide,”

상기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여전히

Nature, 358, 136 (1992).

차세대 광전소자(태양전지, 전기발광소자, 레이저 등) 구현을 위한

[9] D. Weber, “CH3NH3PbX3, a Pb(II)-system with cubic perovskite

아주 매력적인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structure,” Z. Naturforsch. 33b, 1443 (1978).

활발한 연구를 토대로 앞서 소개된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페

[10] M. V. Kovalenko, L. Protesescu and M. I. Bodnarchuk,

로브스카이트 광전소자는 기존의 광전소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

“Properties and potential optoelectronic applications of lead

대 광전소자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halide perovskite nanocrystals,” Science, 358, 745 (2017).
[11] S. Yang, W. Fu, Z. Zhang, H. Chen, C.-Z. Li, “Recent ad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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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입방체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 구조 (ABX3)1

1. 서론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반도체 (ABX3, X=Cl, Br, I)는 소재의

2009년 일본 Toin 대학교의 T. Miyasaka 그룹에 의해 3차원 페로

우수한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합성법 개발

브스카이트가 처음 태양전지에 적용된 이래로8, 페로브스카이트 물

및 광전소자 응용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1-3 페로

질은 그 우수한 광물리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소재의 차원에 따른

브스카이트는 1839년 Gustav Rose에 의해 우랄산맥에서 최초로 발

물리화학적, 구조적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

견된 후에 러시아 광물학자인 Lev Perovski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고 있다. 3차원의 벌크 형태에서 2차원의 박막, 1차원의 나노선, 양자

BX6 팔면체가 1가의 A 양이온 주변에 인접해 있는 결정 구조를 갖는

구속 효과를 보이는 0차원 양자점에 이르기까지 다차원 할라이드

다. 이들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는 II-VI, III-V족 반도체 물질에 비

계 페로브스카이트의 특성 분석 및 차원조절에 기반한 광전소자 제

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이온성 결정 결합의 비중이 높으며, 상대적

작까지 다양한 학제간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 또한, 각각의 응

으로 용이하게 대량 합성이 가능하다. 또한, 약한 엑시톤 결합 에너

용 분야에 따라 필요로 하는 형태와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원

지, 높은 전하 이동도와 긴 확산 거리, 낮은 결함 밀도와 특이적인 에

하는 특성을 갖는 소재 맞춤형 페로브스카이트를 합성하기 위한 다

너지 준위에서 기인하는 결함 내성, 낮은 Urbach 에너지 등 광전소

양한 합성법이 연구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다차원 할라이드계

자로써 응용되기에 우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지녔다.4-7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합성법을 소개하고,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특성을 기반으로 차세대 광전 소재 및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차원별 특징 및 응용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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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소재의 합성법

또한 Haizheng Zhong 연구진은 리간드에 의한 재침전방법

2-1.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0D)

(Ligand-assisted reprecipitation method, LARP)을 통한 페로브스

양자점은 반도체 나노결정으로 양자구속효과 (Quantum

카이트 양자점 합성법을 제시했다. 이 논문에서는 비배위 용매 대신

confinement effect)에 의해 크기에 따라 전기적, 광학적 특성 조절

극성 용매를 사용하여 전구체들을 녹이고, toluene과 같은 무극성

이 가능한 물질이다. 발광 특성이 우수한 할라이드계 페로브스카이

용매에 주입하여 재침전을 유도하여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을 합성

트 소재를 나노 사이즈의 결정으로 만들었을 때 기대되는 물성을 탐

했다. LARP 방법을 통해 합성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은 약 70%

색하기 위해 0차원의 알갱이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를 구현하기 위

의 양자효율을 보이며, 할라이드의 변화를 통해 발광파장을 조절하

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재를 페로브스카이트

여 전 가시광 영역을 포함하는 특성을 가진다. 해당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Perovskite Quantum Dots, PeQDs)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양자점은 약 3.3 nm의 크기를 가지며, XRD, HRTEM을 통해 높은 결

스페인의 Julia Pérez-Prieto 연구진에서는 2015년도에 Solvent-

정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induced precipitation 방법을 통한 Methylammonium (MA) lead

고온주입법 (Hot-injection method)은 나노 물질 합성에 이용되는

halide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합성을 보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방법이며 반응성이 높은 전구체를 고온 상태의 용매에 주

PbBr2와 MABr를 전구체로 사용했으며, 리간드가 녹여진 비배위 용

입해 순간적으로 핵형성 (nucleation)을 시켜 입자를 균일하게 합성

매를 통해 반응이 진행되었다. 초기 합성된 양자점은 약 20%의 양

하는 방법이다. Maksym V. Kovalenko 연구진은 고온주입법을 통한

자효율을 보였으나, 전구체와 실험의 최적화를 통해 83%의 높은 양

균일한 CsPbX3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합성에 대해 발표했다. 세슘

10

자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전구체로는 Cs-oleate를 사용하고, PbX2를 납 및 할라이드 전구체로
사용하였다. Oleylamine, Trioctylphosphine과 같은 긴 사슬 길이를
가지는 리간드를 사용했으며 비배위 용매를 사용하여 합성을 진행
하였다. 합성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은 12~42 nm의 반치폭(Fullwidth at half maximum, FWHM)을 가지고 90% 이상의 높은 양자
효율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우수한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텔
레비전 표준방식 위원회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NTSC)의 140%에 해당하는 넓은 색영역을 가지고 있다.12

2-2.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선 (1D)
다양한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구조체가 합성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일차원 (1D) 나노선은 큰 종횡비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
하는 특이적인 전기적, 광학적 성질을 보인다. 나노선은 길이 방향으
로의 높은 전하 이동도를 보이며13, 자체적으로 Fabry–Pérot 공동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광전소자로 응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쪽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는 패턴화
기술 및 어레이 기술을 통해, 차세대 나노 포토닉스의 주요한 소재
및 소자로써 주목받고 있다.14-15
그림 2. (a) Solvent-induced precipitation 방법을 통해 합성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HRTEM (b)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용액의 UV, PL spectrum (c) 필름상태 페로브스카이
트 양자점의 UV, PL spectrum10

특히 할라이드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선의 경우, 까다로운 합성
조건을 필요로 하는 II-VI, III-V 기반 반도체 물질에 비해 상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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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LARP 방법의 모식도 (b) 할라이드 조성의 변화를 통한 발광파장 조절 (c) LARP 방법으로 합성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TEM11

그림 4. (a) 합성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구조 및 TEM 이미지 (b) 할라이드 조성의 변화를 통한 발광파장 조절 (c)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색영역12

쉽게 대량 합성이 가능하며, 직접 천이를 통한 높은 광효율과 결함

면적의 단결정 MAPbX3 나노선을 합성하였다.20 이러한 용해 및 재

내성이 있는 에너지 준위 형태를 보인다.16-18 또한 이들 물질의 높은

결정 메커니즘에서는 과량의 아세트산납이 서서히 용해되어 낮은

이온성과 낮은 격자형성 엔탈피 (lattice formation enthalpy)는 할

전구체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방성 생장에 있어 중요

라이드 치환을 통해 손쉽게 넓은 영역대의 밴드갭 조절 역시 가능하

하다.

게 한다.19 이처럼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선은 그 장점들로 인해 응용

또한 Peidong Yang 연구진은 아민 리간드를 이방성 생장을 위한 매

범위가 도파관 등으로 제한된 metallic 및 dielectric 나노선에 비해

개로 사용하여, CsPbX3 전무기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선을 용액공정

다양한 형태의 광전변환 소자에 응용될 수 있다.

으로 합성하였다.19, 21-22 이때 사용한 oleylamine은 리간드로 나노 입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선을 합성하기 위한 시도는 여러가지가 있었는

자 표면을 유기 용매상에서 안정화시키면서, 동시에 특정 면에 대

데, 그 중 Xiaoyang Zhu 연구진은 아세트산납 박막을 메틸암모늄 할

해 높은 친화력을 가져 이방성 생장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라이드 용액에 함침시켜 이방성 생장을 유도해 유기 리간드 없이 대

oleylamine만 사용하였을 때는 나노선의 수득률이 극히 낮은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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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단결정 MAPbX3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선과 할라이드 조성 조절 결과20 (b) 용액공정을 통해 합성된 CsPbX3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선과 할라이드 치환 결과19

이 있었으나, 이후 oleylamine보다 짧은 octylamine을 같이 사용하

에 Chad A. Mirkin 연구진은 한쪽 방향으로 배열된 균일한 크기의

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들 CsPbX3 나노선의 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

anodic aluminum oxide (AAO) 나노 실린더 내부에 페로브스카이

었다.

트 결정을 생장시킴으로써 균일한 크기의 나노선 집합체를 합성하
였다.23 이들 합성한 나노선은 AAO 주형의 길이 및 직경을 달리 함으
로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페로브스카이트
1D 나노선은 높은 응용 가치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합성되어 이용
되고 있으며, 차세대 나노 광학 소자의 주요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2-3. 페로브스카이트 나노플레이트 (2D)
2D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하
나는 기하학적으로 2D 형태의 나노플레이트 (nanoplate), 나노시트
(nanosheet), 나노디스크 (nanodisk)와 같은 나노 구조체를 의미하
며 2D-ABX3 페로브스카이트로 불린다. 다른 하나는 결정학적 적층
결정구조로서 전기적으로 2D 성질을 가지는 구조체를 의미한다. 대
그림 6. (a-g) AAO 주형을 사용한 MAPbI3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선 집합체의 합성 과정 및 결과23

표적인 예로서 Ruddlesden-Popper phase 페로브스카이트를 들 수
있으며 이는 (A’)m(A)n-1BnX3n-1 구조식을 가진다.24 A’은 긴 사슬의 유

그 외 이방성 생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균일한 1D 나노 공

기물 양이온으로서 이차원 방향으로 전하수송체를 제한하는 부도체

극을 주형으로 하여 내부에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을 생장시키는 방

막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림 7(b)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렬된

식이 있다. 위의 용해-재결정법이나 리간드 매개 생장법의 경우,

2D 다중 양자우물 전자구조를 형성한다.

직경 및 길이 방향으로의 생장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2D 다중 양자우물 전자구조로부터 발생되는 양자구속효과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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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 2D 및 3D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와 주요 구성원소 (b) 2D 양자 우물구조24

그림 8. 용액공정을 이용한 2D 페로브스카이트 합성 (a) Octylammonium ion의 함량조절을 통한 MAPbBr3 나노 플레이트 두께 조절 및 발광특성 변화29 (b) room temperature precipitation
을 이용한 두께 별 CsPbBr3 나노 플레이트 합성 및 발광 특성30 (b) Solvent evaporation induced recrystallization을 통해 형성된 단일 층 (C4H9NH3)2PbBr4 2D 시트31

전구속효과를 통해 2D 페로브스카이트는 3D 물질에 비해 높은
25

상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

exciton binding energy 와 양자효율을 가지게 된다. 또한 무기물

눌 수 있다. 용액공정은 대량생산에 용이하고 정교한 층 두께 조절

층의 두께와 A’의 유전상수 (dielectric constant)를 조절하여 밴드갭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William A. Tisdale 연구진은 2015년도

26

과 같은 광학적 특성조절이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3D 페로브스카

에 최초로 MAPbBr3 나노플레이트를 용액공정으로 합성하였다.32 형

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정성을 갖고, 균일하게 합성이 가능

성된 단일층 MAPbBr3 는 431 nm에서 뚜렷한 first excitonic peak

하며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광전소자 및 발광소자 분야에서

을 보였으며 3D 벌크 입자에 비해 0.5 eV blue-shift 하여 양자구속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7-28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lexander S. Urban 연구진은 solvent-

2D 페로브스카이트를 합성하는 방법은 크게 용액공정과 화학적 기

induced precipitation 방법을 수정하여 2D MAPbBr3 를 합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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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 화학적 기상증착법을 이용한 합성 방법 모식도 (b) PbX2 나노플레이트의 형상 분석 : 광학현미경(위), 주사전자현미경 (아래) : A,D: PbCl2 ; B,E: PbBr2 ; C,F: PbI2 (c) PbI2 플레이트
와 CH3NH3PbI3 플레이트의 두께 상관관계33 (d) 용액공정과 화학적 기상증착법이 혼합된 합성방법 모식도34

으며, 사용되는 유기 양이온의 양을 조절하여 나노플레이트의 두
29

년도에 Quhua Xiong 연구진은 화학적 기상증착법을 이용한 two-

께를 조절하고 그에 따른 밴드갭 변화를 확인하였다. 유기 양이온

step method로 CH3NH3PbI3를 최초로 합성하였다.33 처음에 van

의 양이 증가할수록 나노플레이트의 두께가 감소하고 발광파장이

der Waals epitaxy를 이용하여 muscovite mica 기판위에 PbX2 나

blue shift 하는 경향성으로 양자구속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였

노플레이트를 형성한 다음, CH3NH3X과 gas-solid hetero-phase 반

다. 유기 양이온 조절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Alexander S. Urban,

응을 이용하여 intercalation 시켜 CH3NH3PbX3를 형성하였다. 이 방

Lakshminarayana Polavarapu, Jochen Feldmann 공동연구진이

법으로 합성된 나노플레이트는 200 nm 이상의 electron diffusion

세슘과 납 전구체의 비율을 조절하여 2층부터 6층까지 정교하게

length를 보여 결정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상증

30

CsPbBr3의 층 두께를 조절하였다. 그 외 방법으로 Peidong Yang

착법만을 이용한 방법은 10 nm 두께 이하의 얇은 2D 나노플레이트

연구진은 dimethylformamide, chlorobenezene, acetonitrile 3원

형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Qiaoliang

공용매에 C4H9NH3Br과 PbBr2를 녹여 두고 희석된 전구체 용액을

Bao 연구진은 PbX2 나노플레이트 합성 단계에 화학적 기상증착법

Si/SiO2 박막 위에 떨어뜨리고 75 oC에서 단일층의 (C4H9NH3)2PbBr4

이 아닌 hot casting 용액공정을 도입하여 단일층부터 수 nm 두께의

를 합성하였다. 용매가 증발하는 속도 및 전구체의 용해도 조절을 통

2D CH3NH3PbI3 층을 형성하였다.34

해 1-10 μm의 길이와 두께 1.6 nm 의 2D 나노플레이트를 형성하였
다.31

2-4. 페로브스카이트 벌크 박막 (3D)

화학적 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2D 페로브스카이트를 합성하게 되

페로브스카이트 벌크 박막은 태양전지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

면 대면적의 합성이 가능하고 결정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2014

는 물질로써 초기 전력변화효율(Power-convers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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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 Real solid-state 소자 (b) 소자의 cross-sectional 구조 (c) Cross-sectional SEM 이미지 d) Active layer-underlayer-FTO interfacial junction structure35

PCE)이 3.8%에서부터 현재 23.3%까지 연구가 되었다. 높은 전력변

Julian Burschka 연구진에서는 Two-step method를 이용한 페로브

화효율을 갖기 위해서는 결정성이 높고 깔끔한 표면을 갖는 페로브

스카이트 박막을 통해 15%의 전력변환효율을 달성했다. PbI2층을 먼

스카이트 박막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저 코팅하고 MAI층을 코팅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성장하는 페로브스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One-step method와 Two-

카이트 침전물들을 최소화했으며, 그로 인해 이전보다 우수한 성질

step method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이 두가지 방법

과 특성을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태양전지를 구동하는데 성

을 통해 합성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했다.36

일반적으로 One-step method에서는 PbX2와 AX (A = MA,
Formamidinium(FA)) 전구체를 극성 용매에 녹여 전구체 용액을 만

3. 결론

들어 기판위에 코팅하여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 필름을 형성하며

본 기고에서는 차세대 발광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이 필름의 용매를 제거함으로 인해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이 만들어

의 특징과 여러 합성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차원 소재의 페로브스

진다. 대표적인 One-step method로 만들어진 페로브스카이트 필

카이트는 우수한 발광 특성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합성

35

름은 박남규 교수 연구진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방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소재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페

이 논문에서 만들어진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으로 기존의 전력변화효

로브스카이트를 실제 응용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독성과 같

율 보다 훨씬 높은 9.7%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고 효율의 페로브스

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페로브스카이트 소

카이트 박막 태양전지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재의 낮은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나노 입자 합성법 및 표면

Two-step method는 PbX2을 먼저 형성한 뒤에 MAI 층을 그 위에

처리 방법 등이 활발히 연구 중이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광전자소자

코팅하여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며 재현성이 높

에 적용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존의 연구들 대부분 납을 포함하고

고 박막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 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형

있는 전구체에서 출발한 페로브스카이트이기 때문에 물질의 잠재적

성하는 데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이 형성되

인 독성 문제와 그로 인한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납을 대체하면서

는 과정에서 MAI가 PbI2 lattice 속으로 확산되게 되며, 이때 lattice

도 뛰어난 광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대체 소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

constant가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표면에 PbI2

며, 신소재의 안정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남아있는 PbI2는 소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할 수 있다면 차세대 포토닉스의 주요 소재로서 더욱더 큰 역할을 기

있다.

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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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1. 서론

를 갖는 할로겐화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 전 고체상 소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

자 구조로 10% 수준의 광전변환 효율이 보고된 이후 지난 7여 년 동

경오염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

안 전례 없는 효율 향상을 보였으며 현재는 24.2%의 효율이 인증되

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 개발이

어 있다. 이는 이미 상용화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나, 박막형 태

란 도전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양전지와 유사한 효율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 특히 페로브스카이

총회 (COP21)에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트 태양전지는 200°C 이하의 저온에서 용액공정을 통해 제작이 가

에 195개국이 동의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경

능하여 저가 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태양전지 기술로 크게 주목

제 체제로의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어 청정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받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관련 기술에

더욱 대두되고 있다. 무한하고 청정한 에너지인 수력, 태양광, 풍력,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열 및 바이오 매스를 포함한 모든 신 재생 에너지 기술 중에서 태
양 에너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양 에너지의 직접적인 이용은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
염을 줄이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가장 유용한 에너
지원이라 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과학기술 중에서 태양전지 기술은 태양빛이
가진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켜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광기
전력 효과 (photovoltaic effect)를 이용하는 광전변환소자이며, 태
양광발전의 가장 기본단위이다. 그러므로 태양전지 기술의 발전은
미래 에너지 수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가장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신 기후
변화 경제 체제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무한
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태양전지 기술 수준으로 미래 인류

그림 1. 유/무기 혼성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1]

의 에너지 수요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서는 현재 태양전지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다.

2.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요

이를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로 불리는 염료감응 태양전지, 유기물 태

1) 유무기 혼성 페로브스카이트

양전지, 고분자 태양전지, 양자점 태양전지와 같은 혁신적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는 ABX3 (A,B는 양이온, X는 음이온)의 분자식을 갖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현재 수준으로는 10%의 낮은 효율로 상

고 BX6 팔면체의 코너가 서로 공유되어 네크워크를 이루는 결정구

업적 경제성을 위한 20% 효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여 상용화에 큰

조의 물질로 구성 원자에 따라 부도체·반도체·도체의 성질 및 초전

장벽을 갖고 있다.

도 현상까지 보이는 물질이다. 러시아의 광물학자 페로브스키 이름

2009년 일본의 미야자카 교수에 의해 처음 보고된 페로브스카이트

에서 유래되었으며, 1839년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처음으로 발견되

태양전지는 무기물과 유기물이 혼성화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

었다. 이런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물질로는 A와 B 사이트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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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양이온, X 사이트 부분은 산소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CaTiO3,

층)와 p형 반도체 (정공수종층)가 위치한 형태로 광활성층의 물성뿐

BaTiO3와 같은 산화광물이 대표적이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연

만 아니라 전자수송층 와 정공수송층의 물성이 태양전지 성능을 결

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A 사이트에 유기분자 양이온, B 사이트에 금

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종 물질 간의 이

속 양이온, X 사이트에 할로겐 음이온으로 구성된 유무기 혼성 페

종접합 구조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로브스카이트 구조의 물질들이 각광받고 연구되고 있으며, 대표적

있으며, 태양전지의 고효율화, 고 내구성화, 대면적 모듈화의 기술

인 예로 CH3NH3PbI3 (methylammonium lead iodide, MAPbI3),

개발 시 상기 3가지 소재에 대한 이해와 개발이 요구되며 각 층간의

HC(NH2)2PbI3 (formamidinium lead iodide, FAPbI3)를 들 수 있다

계면 제어 역시 중요한 기술로 여겨진다. 그림 2는 페로브스카이트

(그림 1). 특히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산화광물에 비해 페로브스카이

광활성층, 전자수송층, 정공수송층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페

트 유무기 할로겐 화합물은 광 흡수 특성이 매우 뛰어나 태양전지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보여준다. 먼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로 연구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표1 에 정리한 것과 같이 다양한

는 전자수송층으로 다공성 TiO2를 사용하고, 정공수송총으로 고체의

장점을 갖는다.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유무기 혼성 할로겐 화합물

Spiro-MeOTAD 유기분자를 사용한 다공성 정구조 형태로 개발되어

을 광활성층으로 사용한 태양전지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 부

발전해 왔다 (그림 2(a)). 그러나 다공성 TiO2를 사용할 경우 500°C

른다.

의 고온 공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정의 단가가 높아지고, 차세대
유연 태양전지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

표 1.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유무기 혼성 할로겐화물의 특징

항목

세부사항

저가

감정
고효율

내구성
해결돼야
할 사항

대면적화

- 용액 공정으로 고품질 결정 생성 가능
- 저온에서 박막화 공정 가능
- Earth abundant 원소로 구성된 높은 소재 가격
경졍력
- 제어 가능한 밴드갭(2.3 eV~1.1 eV)
- 높은 광흡수 계수( >3 × 104 cm-1)
- 낮은 exciton 결합 에너지(< 50 meV)
- 높은 유전율(~30)
- 긴 전하 확산 거리(단결정에서 ~175μm)
- Deep trap site 생성 억제됨(높은 개방전압 값)
- Ambipolar 전하 이동 특성(소자 구조 설계에 높
은 자유도)
- 수분에 의한 분해가 쉬움
- 광, 열에 의한 물질 변화 거동 규명 필요
- iom migration 쉬운 특징
- 고속 용액 코팅 공정 장비 적용 고품질 박막화
필요
- 대면적 균일 막 제조 공정 개발 필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많은 연구그룹들은 다공성 TiO2를 배제
한 평판형 정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
림 2(b)). 이러한 구조의 태양전지는 100°C 이하의 낮은 공정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차세대 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적용되
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구조에 비해 페로브스카이
트 태양전지의 효율은 낮지만 차세대 실리콘 태양전지와 페로브스
카이트 태양전지가 결합된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에
적용이 가능한 역구조, 즉 전자수송층과 정공수송층의 위치가 바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역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림 2(c)와
(d)).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PV사는 이러한 역구조의 페로브스카이
트 태양전지를 이용한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를 제
작하였고, 28% 이상의 효율 인증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우수한 성능
은 현재 상용화되어있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을 (26%) 넘
어서는 기록으로, 현 태양전지 시장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친환경물질 - Pb를 대체할 수 있는 신 조성 개발 필요
*출처: 전기전자재료 제29권 제8호(2016년 8월)

3.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일본의 미야자카 교수 연구팀에 의해

2) 유무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조

2009년 처음으로 3.8%의 효율이 보고 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 유무기 할로겐화물을

2012년 이후로 고체상의 정공수송층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광활성층으로 사용하며 광활성층 상하부에 n형 반도체 (전자수송

적용되면서 10% 이상의 효율이 발표되었고,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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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조 [2]

그림 3. (a) DMSO 중간상 및 반용매 적하를 이용한 용매공학법 (solvent engineering process) 모식도,
(b) 진공 용액 증착법 모식도 (vacuum flash-assisted solution process), (c) 분자교환반응법 (Intramolecular Exchange process) [4-6]

기술을 개발을 진행하였고, 최근 한국화학연구원 (KRICT)의 연구팀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현재는 미국 신재생에너지 (NREL) 태양
전지 효율 차트에 24.2%의 고효율이 등재되어 있다 [3]. 현재 이 추

1) 박막제어기술

세대로라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26%의 효율에도 머지않아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은 일반적인 유기 박막과는 다르게 단순 스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매우 우수한 특성이 다양한

코팅을 통해서 치밀하고 균일한 박막을 형성하기 매우 어렵다. 할로

차세대 태양전지 중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가장 주목받고 있

겐화 유기물질과 PbI2간의 빠른 반응 및 자기 조립 성질, 또한 스핀코

는 이유이다. 그러면 24% 이상의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기술에

팅 공정 중 많은 수의 핵 생성이 어렵기 때문에 치밀하지 못한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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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박막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치밀하지 못한 박막은 빛 흡수 특

핵성성을 향상시키는 반용매 적하 없이, 치밀한 박막을 제조할 수 있

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태양전지 효율 향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게 한다. 이러한 공정의 개발로 2015년 최초로 20% 이상의 고효율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4년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제작되었고, 후에 공정 최적화로 22%

빠른 결정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dimethylsulfoxide (DMSO)가 포

이상의 효율이 달성되었다. 이 또한 NREL 차트에 등재되어 한국의

함된 중간상을 유도하고, 스핀코팅 공정 중에 toluene과 같은 반용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매를 첨가하여 치밀한 박막 형성을 위한 핵의 수를 증가시켰다 [4].
이러한 용매공학법 공정 개발로 세계 최초로 치밀한 페로브스카이
트 박막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3(a)는 DMSO가 포함된 용
액을 이용하여 기존 스핀코팅 과정 중에 반용매를 적하하는 방법
을 도입하여 치밀한 MAPbI3 박막을 형성하는 용매공학법 (solvent
engineering process)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반용매 적하 방법
은 과량의 중간자인 DMSO를 추출하고, 액상 박막의 과포화도를 증
가시켜 핵 생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
한 공정으로 얻어진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이용하여 고효율 태양
전지를 제작할 수 있었고, 16.2%의 효율을 인증받아 대한민국 최초
로 NREL 차트에 등재되었다. 이후 반용매의 극성에 따라서 박막의
치밀도가 조절될 수 있음이 발견되고, 최근 21% 이상의 고효율도 보
고되고 있다. 용매공학법의 균일하고 치밀한 박막이 고효율을 얻을
그림 4. 유/무기 혼성 페로브스카이트 조성제어를 통한 밴드갭 변화 [7]

수 있음을 발표하자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페로브스카이트 박
막을 균일하고 치밀하게 제작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정 기술을 개발
하였다. 자기조립 특성이 강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반응성 제어

2) 조성제어기술

를 위해 분자교환반응법 (Intramolecular Exchange process), 진공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 초기에 사용된 유무기 혼성 할로겐

용액 증착법 (vacuum flash-assisted solution process), 고압 조사

화합물은 유기 양이온인 MA+와 2가의 금속 양이온인 Pb2+ 그리고 1

법, 용매 열처리법 등이 개발되었다. 먼저 진공 용액 증착 법은 앞서

가 음이온인 할로겐 물질로 구성된 MAPbI3이다. 1.57 eV의 밴드갭

개발된 반용매 적하 방법을 진공법으로 대체하여 치밀한 박막을 형

을 갖는 MAPbI3는 많은 연구자들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

성하는 공정이다 (그림 3(b)) [5]. 먼저 DMSO가 포함된 용액을 스

이 연구를 진행해온 물질이다. 더욱이 MAPbI3에 MAPbBr3를 혼합

핀코팅한 후 반용매 적하 대신 20 Pa의 적절한 진공으로 잔여 용매

하여 조성을 제어하면 밴드갭이 증가하고, 태양전지의 효율 및 안

를 제거하고, 액상 필름의 과포화도를 증가시켜 치밀한 박막을 제조

정성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림 4) [7]. 또한 이러

하는 공정이다. 이러한 방법은 반용매 적하법에 비해 대면적 페로브

한 조성 제어를 통해서 1.74 eV의 밴드갭을 갖는 태양전지를 제작할

스카이트 박막을 제조하는데 유리하다. 추가적으로 분자교환반응법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에 활용

(Intramolecular Exchange process)은 앞선 용매공학법의 중간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20% 이상의 고효율 태양전지 제작

로 사용하였던 DMSO를 이용하여 먼저 PbI2(DMSO) 필름을 형성하

을 위해서는 더 높은 광전류 밀도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페

고, 그 후 유기 할로겐화물을 DMSO와 상호 교환하여 결정화 시키는

로브스카이트 광활성층의 밴드갭을 줄여야 한다. 유기양이온이 FA+

방법이다 (그림 3(c)) [6]. 이러한 방법은 이미 형성된 PbI2(DMSO)가

로 대체된 FAPbI3는 MAPbI3에 비해 작은 1.47 eV의 밴드갭을 갖

유기 할로겐화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기존의 용매공학법을 이용하여

고, 이는 더 넓은 태양광 스펙트럼을 흡수할 수 있어 광전류를 향상

056

K-LIGHT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July 2019

그림 5. 양이온으로 FA, MA, Cs, Rb, 음이온으로 I, Br이 혼합된 유/무기 혼성 페로브스카이트 광활성층을 사용한 태양전지의 성능 및 안정성 결과 [8]

시킬 수 있다. 그러나 MAPbI3와는 다르게 FAPbI3는 페로브스카이

여 태양전지의 효율 및 안정성이 크게 향상됨이 보고 되었다 [10]. 최

트 상과 비페로브스카이트 상이 공존하는 다형체 물질이다. 비페로

근에는 (FAPbI3)0.85(MAPbBr3)0.15에 Cs과 Rb을 함께 도핑 하면 기존

브스카이트 상은 넓은 밴드갭으로 인해 광 흡수 특성을 감소시켜 태

Cs만을 도핑 하였을 때 보다 효율이 더 향상됨이 보고 되었다. 이처

양전지 효율을 크게 감소시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페로브스카

럼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양이온 (MA/FA/Cs/Rb) 및 음이온 (I/Br)

이트 상이 페로브스카이트 상에 비하여 상온에서 더 안정하므로 순

을 혼합하여 다양한 페로브스카이트 조성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수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FAPbI3를 제조하는 것이 고효율 페로

상을 안정화 시키고, 밴드갭을 변화시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이슈가 되었다. 한국화

의 효율 및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림5) [8]. 그리고 이러한 조

학연구원은 FAPbI3에 MAPbBr3를 혼합할 경우 순수한 페로브스카

성 제어 연구를 통하여 현재 24%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이트 FAPbI3 구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9]. 이는 A 사이트에

제조가 가능함이 증명되었다. 현재까지도 다양한 조성의 페로브스

FA보다 작은 사이즈의 MA가 혼합되고, X 사이트에 Br이 I와 혼합되

카이트 할로겐 화합물이 개발되고 있고, 머지않아 실리콘 태양전지

면 순수한 페로브스카이트 FAPbI3상이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와 비슷한 26%를 상회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개발될 것

(FAPbI3)0.85(MAPbBr3)0.15 조성이 가장 우수한 태양전지 특성을 보

이다.

였고,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조성을 이용하여 17.9%의 인증 효율
을 달성하였다. 이 또한 NREL 차트에 등재되었다. 이 연구를 시작

4. 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으로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은 (FAPbI3)0.85(MAPbBr3)0.15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단위소자에서 24% 이상의 광전변환효

박막 및 조성 제어연구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율이 증명되었고, 이는 이미 상용화된 태양전지의 효율에 비견할 만

FAPbI3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할로겐화물 태양전지 연구를 진행하

큼 충분히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아직 장기 안정성은 충분히 검증되

고 있다. 2016년에는 (FAPbI3)0.85(MAPbBr3)0.15 에 금속 양이온인 Cs

지 않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을 5% 도핑한 조성이 발표되었고, MA보다 작은 사이즈의 Cs을 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높은 효

핑 하게 되면 페로브스카이트 FAPbI3상이 더 안정화되고 이로 인하

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장기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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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 3D/2D 유무기 혼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수분 및 광안정성 결과, (b) BaSnO3 전자수송층을 사용한 유무기 혼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광안정성 결과 [11, 12]

진행되고 있다.

은 긴 카본 체인을 갖는 물질을 처리할 경우 3D 페로브스카이트 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수분, 빛, 열에 의해 안정성이 크게 감소

면의 결함이 억제되어 효율이 향상되고, 표면이 2D 구조로 변하여

됨이 보고 되었다. 이러한 인자들은 유무기 혼성 페로브스카이트 광

소수성 특성이 강화되어 수분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이다.

활성층의 열화를 유발하고, 또한 전자/정공 수송층과의 계면 특성

또한 전자/정공 수송층의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Li 기반의 첨가

을 변화시켜 효율 감소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수분, 빛, 열에 안정한

제가 수분에 의해 산화되어 태양전지의 성능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첨가제 없이 고전도성 특성을 갖는

본적으로 유무기 혼성 페로브스카이트는 공기 중 수분에 매우 민감

전자/정공 수송층이 개발되고 있으며, Li 기반의 첨가제를 대체할 새

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무기 할로겐화물은 공

로운 첨가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16]. 그러나 이러한 소재 개발의 노

기 중 수분을 만나 수화물을 형성하면서 열화가 시작된다. 열화가 계

력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기준이 되는 1000시간 이상 수분에 노출

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유기양이온이 분해되고 PbI2가 생성되는 분해

되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은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과정이 일어난다 [13]. 그러므로 유무기 혼성 할로겐화물 자체의 수

OLED에 사용되던 다양한 봉지 소재와 공정을 적용하여 수분의 침

분 안정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무기 혼성 할로겐화물의 수

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양질의 봉

분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A 사이트에 n-butylammonium

지 기술이 적용되면 수분에 의한 안정성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BA)과 같은 긴 카본 체인을 갖는 유기 양이온을 치환하여, 2D 구조

보인다.

의 페로브스카이트 ((BA)2(MA)n-1PbnI3n+ 1)를 형성하는 연구가 많이

수분, 산소와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열화는 양질의 봉지막 개발을

진행되었다 [14]. 이러한 2D 구조의 할로겐화물은 기존의 3D 구조

통하여 원인 인자를 차단하면 해결이 되지만 빛에 의한 열화는 태양

(MAPbI3, FAPbI3)의 할로겐화물에 비해 수분에 대한 안정성이 크다

전지 내 소재에서 해결해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현재 전자수송

고 보고 되었는데, 이는 긴 카본 체인의 소수성 특성 때문인 것으로

층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TiO2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여기 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2D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는 3D 구조에

광전자가 TiO2 표면의 결함 사이트와 표면에 흡착된 산소를 매개로

비해 이동도가 낮아 태양전지의 성능이 크게 감소된다. 최근에는 3D

유무기 혼성 페로브스카이트 광 흡수층 소재를 열화 시키는 것으로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표면에 표면에 10nm 이하의 2D 페로

알려져 있다 [1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TiO2 표면

브스카이트 박막을 형성키는 3D/2D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관련

을 다른 소재로 코팅하여 소재 계면에서의 열화 기구를 제거하는 연

기술 개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6(a)) [11, 15]. 이

구가 진행되고 있다. TiO2 나노입자를 클로로폼에 분사시키면 TiO2

러한 3D/2D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효율 및 수분 안정성을 동

표면 결함이 클로로폼의 Cl에 의해 제거됨이 밝혀졌고, 이러한 Cl 처

시에 향상시키는데, 이는 3D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표면에 BAI와 같

리된 TiO2를 전자수송층으로 사용할 경우 21%의 높은 효율과 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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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18]. 또한

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TiO2 표면을 CsBr로 표면 처리해주는 경우 자외선 아래에서 광안정

고온에 노출되었을 경우 유무기 혼성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분해,

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19]. 그러나 이러한 표면

유기 정공수송 소재의 변형, 물질 확산에 의한 계면 및 소재의 특성

결함을 억제시키더라도 본질적으로 TiO2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유기

저하 등이 태양전지 열화의 주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페로

물을 분해시키는 광촉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포함한 빛에

브스카이트 소재의 경우 MAPbI3를 기반으로 한 페로브스카이트는

조사되었을 경우 유무기 혼성 할로겐화물을 분해시켜 태양전지를

고온에서 열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졌으나, FAPbI3기반의 페로브스

열화 시킨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TiO2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류

카이트 소재가 개발되면서 열 안정성이 개선되었고, Cs과 Rb를 이용

의 산화물 전자수송층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높은 효율과 광

한 페로브스카이트 조성 제어 기술 개발로 열에 대한 안정성이 크게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Sn을 기반으로 한 전자수송층이

향상되었다.[8, 10] 최근에는 MACl을 도입하여 FAPbI3의 결정성을

많이 연구되고 있다. SnO2, BaSnO3, Zn2SnO4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향상시키고, 결정의 성장 방향을 제어하여 효율과 열 안정성을 향상

이러한 Sn 기반의 전자수송층은 전기적 특성이 매우 뛰어나고, 자외

시키는 연구가 소개되었다 [23].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열 안

선 아래서 광촉매 특성이 없기 때문에 높은 효율과 함께 우수한 광안

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유기 정공소재이다. 일반적
으로 유기 정공수송 소재의 경우 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대표적으로 Spiro-MeOTAD와 같은 단분자 기반의 정공수송 소
재의 경우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결정화가 일어나 전기적 특성이 변
화하면서 소자의 효율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 한국 화학
연구원은 단분자 기반의 플루오렌이 결합되어있는 정공수송 소재를
합성하였고, 유리 전이온도를 향상시켜 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그림 7) [22]. 개발된 소재를 이용하여 60°
C 에서 500시간 동안의 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용
화 기준인 80°C에서는 여전히 열화 되었다. 추가적으로 PTAA와 같
은 고분자 정공수송 소재는 단분자 소재보다 열 안정성이 더 우수하
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PTAA를 사용한 페로브스
카이트 태양전지의 경우 양질의 봉지화 공정이 적용되면 빛과 85°
C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1000시간) 노출되더라도 상당히 우수
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음이 소개되었다 [24]. 그러나 단분자에 비
해 소자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열 안정성과 함께 큰 폭의 열 사

그림 7. 유리전이온도가 향상된 정공수송층을 사용한 유/무기 혼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열 및 광에 대한 장기안정성 결과 [22]

이클에 대한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에는 단분자와 고분자
에 비해 저렴한 무기소재인 CuPC가 정공수송층으로 사용되면 -45°
C~85°C범위에서 50사이클 동안 상당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음이

정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림 6(b)) [12, 20,

보고되었다 [25]. 그러나 효율이 낮아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이

21].

동반돼야 한다. 이미 다양한 개별 연구를 통해 빛, 열, 수분 각각에 대

태양전지가 강한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 80°C 이상의 고온으로 올라

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장기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갈 수 있으며 일교차가 큰 지역의 경우 큰 폭의 열 사이클에 노출되

있음이 증명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22% 이상의 높은 효율을 유지

게 된다. 따라서 빛에 의한 열화뿐만 아니라 열에 의한 열화 또한 소

하면서 모든 열화 인자로부터 장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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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management for colorful, efficient, and stable inorganic–organic
hybrid nanostructured solar cells", Nano lett., 13, p.1764-1769

5. 요약

(2013).

여기에서는 고효율·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관련 기술에

[8] M. Saliba, T. Matsui, K. Domanski, J.-Y. Seo, A. Ummadisingu,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짧은 연

S.M. Zakeeruddin, J.-P. Correa-Baena, W.R. Tress, A. Abate, A.

구 개발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용화된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에

Hagfeldt, "Incorporation of rubidium cations into perovskite

근접한 24% 이상의 높은 광전변환효율을 달성하였다. 최근에는 높

solar cells improves photovoltaic performance", Science, 354,

은 안정성과 상용화를 위한 대면적 모듈화 기술 측면에서 상당히 긍

p.206-209 (2016).

정적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고효율, 저가 소재 사용, 저온

[9] N.J. Jeon, J.H. Noh, W.S. Yang, Y.C. Kim, S. Ryu, J. Seo, S.I.

용액공정, 유연 소자화 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만이 갖는 다양

Seok, "Compositional engineering of perovskite materials for

한 장점은 차세대 태양전지로의 활용에 있어 매우 높은 가능성을 보

high-performance solar cells", Nature, 517, p.476 (2015).

여주고 있다. 상용화 수준의 고효율과 고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

[10] M. Saliba, T. Matsui, J.-Y. Seo, K. Domanski, J.-P. Correa-

는 기술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무기, 유기, 무/유기 혼성 소재

Baena, M.K. Nazeeruddin, S.M. Zakeeruddin, W. Tress, A. Abate, A.

로 구성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접

Hagfeldt, "Cesium-containing triple cation perovskite solar cells:

근을 통해 조기 상용화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mproved stability, reproducibility and high efficiency", Energy
Environ. Sci., 9, p.1989-199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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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기반 LED 기술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LED. 출처: Nature Nanotechnology 9, 687 (2014) [1]

발광다이오드는 (LED) 기존의 광원 기술 (백열전구, 형광램프 등) 대비 장수명, 저전압구동, 고
효율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디스플레이 및 조명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조명 등의 광원 기술의 경우, 영상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앞
서 언급된 특성 외에도 고해상도, 고휘도, 고색순도, 유연성 등 여러가지 추가적인 요소들을 필
요로 한다. 현재 상용화된 디스플레이 기술은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및 양자점발광다이오
드 (QLED)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보다 생생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신소재 또는 나노
구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광전소자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
는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경우, 높은 흡수계수 (absorption coefficient) 및 전하이
동도 (carrier mobility), 긴 소수전하확산거리 (minority carrier diffusion length), 낮은 포획 밀
도 (trap density) 등의 우수한 광학적/전기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태양전지의 흡광 (수광) 재
료로 주로 연구가 되어왔으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
은 지난 10년간 약 3% 에서 24%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다만,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
이트 소재는 흡광 재료로써의 특성 외에도 OLED 및 QLED 대비 발광 특성이 (높은 발광강도, 좁
은 발광선폭 등) 우수하며 [그림 1] 조성에 따른 발광파장의 가변 범위가 넓어 다양한 색의 구현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하이동도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엑시톤 결
합에너지의 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발광 재료로써의 잠재력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해당 소재
를 발광다이오드 (LED) 및 LASER 등 다양한 광원 기술에 응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review에서는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LED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 및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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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기반 LED 기술

그림 1. 디스플레이 기술 트렌드. 출처: PNAS 113, 11694 (2016) [2]

에 대해 정리하도록 한다.

본론
1) 발광 소자 응용을 위한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는 ABX3의 결정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림 2], 양이온인 A 와 B가 음이온인 X와 결합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A 자리에는 1가의 Cs+, CH3NH3+ (이하 MA), CH(NH2)2+ (이하 FA)
등이 위치하며, B 자리에는 주로 2가의 Pb2+, Sn2+ 등이 위치하게 된
다. 마지막으로 X의 자리에는 할로겐 족의 I-, Br-, Cl- 등이 위치하여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를 이루게 되며, 이미 앞에서 소개가 되었
겠지만 주로 용액공정을 통해 합성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는 할로겐
원소의 조성 변화에 따라 발광 대역의 제어가 가능하며 (약 390 –
790 nm) 양이온 및 금속 원소의 치환을 통해서 발광 대역을 900
nm 이상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 [그림 2]. 단, Sn으로 치환된 하이
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등 특정 조성의 경우, 외부 환경에 (열, 수
분 등) 더욱 민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CsPbX3 양자점을 활용
할 경우, 발광 스펙트럼, 즉 파장의 연속적인 제어가 가능할 뿐만 아
니라 발광반치폭이 (FWHM) 매우 좁기 때문에 CIE 색도 다이어그램

그림 2.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 발광파장 가변 범위, CIE 색도 다이어그램. 출처: Nature
Nanotechnology 9, 687 (2014) [1]

(chromaticity diagram) 상에서 NTSC 표준 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예를 들어, 저가의 용액공정으로 합성된 다결정 하이브리드 페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매우 우수한 광학적/전기적 특

로브스카이트 소재의 흡수계수는 104 cm-1 이상으로 고가의 단결정

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특히 광전소자에 활용되기에 적합하

GaAs 보다 높으며, 이는 LASER 소자 구동 시 보다 높은 gain을 버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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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높은 전하이동도는 (1 – 100 cm2 V-1
-1

level) 및 가전자대의 (valence band level)위치가 각각 전자수송재

s ) 낮은 구동전압으로 고휘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소수전하확산거

료의 전도대 및 정공수송재료의 가전자대와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리 (minority carrier diffusion length, LD > 1μm) 및 여기상태의 전

발광층에 따른 전하수송재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하수명이 (excited state carrier lifetime, τ ≥ 1 μs) 길고 전하를 포획
하는 결함 밀도가 (defect density) 낮기 때문에 비방사성 재결합 확

2-2) LED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률이 낮아 발광소자 구현에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 하이브리드 페로

- 발광효율

브스카이트 기반 LED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발광효율은 인가된 전압에 따라 주입된 전하 당 생성되는 광자의 비
율을 나타내며 다음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1) 주입되는 전자 및

2)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LED

정공 밀도의 균형: 엑시톤 형성 후, 방사성 또는 비방사성 재결합을

2-1) 구조 및 구동 원리

(non-radiative recombination) 하지 않은 잉여 전자 및 정공은 각각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LED는 기본적으로 양극, 정공수송

양극 및 음극으로 이동하여 누설전류를 형성, 발광효율을 저하시키

층, 발광층, 전자수송층, 음극의 구조로 형성된다 [그림 3]. 해당 구조

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정공수송층 및 전자수송층을 통해 주입되는

를 가지는 LED의 구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에서 전압을

정공 및 전자의 밀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유리하다. 2) 전하이동도

가했을 때, 전자는 음극을 통해 전자수송층으로 주입이 된 후, 발광

의 균형: 일반적으로 전자 또는 정공 어느 한 쪽의 이동도가 높을 경

층으로 이동을 하게되며, 반대로 정공은 양극을 통해 정공수송층으

우, 특정 전하가 양극 또는 음극으로 빠져나가게 되므로 전자 및 정

로 주입이 된 후, 발광층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발광층

공의 이동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유리하다. 3) 전자와 정공에 의한

에 주입된 전자 및 정공은 엑시톤을 (exciton) 형성하여 빛을 방출하

엑시톤 형성 비율: 주입된 전자 및 정공 중 엑시톤을 형성하지 못한

게 되는데 이를 방사성 재결합 (radiative recombination) 이라고 한

전하는 전극으로 이동하여 누설전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자/정

다. 정공수송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기재료 기반의 p-type 반도체

공 차단층을 활용하여 엑시톤 형성 확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가 (PEDOT:PSS, TFB, TPBI 등) 활용되는 반면, 전자수송층의 경우,
ZnO, TiO2, ZnO/PEI, PC61BM 등 유/무기재료 및 유무기 혼합재료가

- 양자효율

다양하게 사용된다. 발광층은 구현하고자 하는 색상에 따라 상이한

내부양자효율은 (internal quantum efficiency, IQE) LED 소자에 주

조성이 사용되는데,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적색 및 녹색 발광에

입된 총 전하 대비 광자를 생성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외부양자효율

는 주로 MAPbBrxI3-x 및 MABr3 등의 조성이 적합하다. 단, 전자 및 정

은 (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 LED 소자에 주입된 총 전하

공의 효율적인 흐름을 위해서는 발광층의 전도대 (conduction band

중, 소자 외부로 방출되는 광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아래의 관계를 갖
는다.

(1)

(2)

여기서, ηIQE, ηEQE, ηinj, ηrad, ηext는 각각 내부양자효율, 외부양자효율,
전하주입효율, 발광효율, 광추출효율을 의미한다. 위의 관계로부터
알 수 있듯, 외부양자효율은 내부양자효율과 광추출효율의 곱으로
그림 3.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LED 구조 및 구동 원리. 출처: Nature Photonics
10, 295 (2016) [3]

주어지며, 광추출효율은 LED 소자에서 빛이 외부로 방출되는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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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나노결정 pinning 공정을 활용한 결정립 크기 제어. 출처: Science 350, 1222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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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s/FA 혼합을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결정립 크기 제어. 출처: ACS Nano 12,
2883 (2015) [6]

그림 6. 준2D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한 LED 소자의 양자효율 개선. 출처: Nature Nanotechnology 11, 872 (2016) [7]

이다. 일반적으로 내부양자효율은 발광소재의 품질을, 광추출효율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LED

LED 소자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발광소재 자체에

소자의 핵심은 방사성 재결합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정공을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소자 단위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주 얇은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안에 가두는 것이다. 단, 용액공정을
통해 pinhole이 없는 초박형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 50 nm) 합

3)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LED 연구 동향

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성 공정 관련

3-1) 소재 및 소자적 측면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먼저, pinhole에서 발생하는 비방

상온에서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LED는 2014년

사성 재결합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를

Friend 교수 연구진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당시 활용되었던 발광층

절연성 폴리머와 전구체와 혼합하여 폴리머 매트릭스 내에 페로브

박막 소재의 조성은 MAPbI3-xClx로, 0.76%의 외부양자효율을 나타

스카이트 나노결정을 형성한 결과가 보고되었다.[4] 여기서, 페로브

내었다.[1] 그 이후로, 할로겐 원소의 혼합을 통해 다양한 색을 구현

스카이트 나노결정에서는 전하수송 및 발광이 이루어지며, 절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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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LED 안정성 개선 연구. 출처: Nature Nanotechnology 11, 872 (2016) [10]

폴리머 매트릭스의 경우, pinhole을 채워주어 단락을 (shunt) 억제시

정의 표면에 존재하는 유기 리간드에서 일어나는 전류 주입의 억제

켜 양자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서울대학교의 이태우 교수

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페로브스카이

연구진은 MAPbBr3 내의 Pb 금속 원자에 기인한 비방사성 재결합을

트 나노결정 박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양자점의 표면에 있는 유

억제시키기 위해 과량의 MABr 및 나노결정 pinning 프로세스를 통

기 리간드를 치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Bakr 교수 연구

해 결정립 크기를 약 100nm 이하로 줄여 엑시톤을 효과적으로 가

진은 2단계 리간드 치환법을 활용하여 CsPbX3의 표면에 존재하는

두었다.[5] 이를 통해 전류효율을 유기발광다이오드와 (OLED) 유사

탄소 기반의 리간드를 할로겐 이온쌍 리간드로 치환하여 전하수송

-1

한 수준인 약 43 Cd A 로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발광효율의 개선과

특성 및 안정성을 개선하였고,[8] 해당 치환법을 활용한 다양한 추가

더불어 광여기에 의한 준안정 상태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Cs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와 FA 양이온을 혼합하여 결정립 크기의 (grain size) 분포를 줄이는
합성 공정이 보고되었으며, 해당 공정을 활용한 경우, 기존에 100 –

3-2) 안정성 측면

600 nm의 넓은 결정립 크기의 분포를 이루었던 박막이 약 200nm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및 소자의 뛰어난 잠재력에도 불

에서 매우 좁은 결정립 분포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다.[6] 한편, 엑

구하고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자체의 열 및 수분에 대한

시톤 및 전하를 더욱 효과적으로 가두기 위한 일환으로 저차원 페로

취약성은 현재까지도 상업화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태양전

브스카이트를 활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argent 교수

지의 경우, 최근 연속 구동 수명 1000 시간을 돌파하였으나, LED의

연구진은 PEAI와 MAI의 비율을 조절하여 PEA2(CH3NH3)n-1PbnI3n+1

경우 아직 연속 구동 수시간 내외의 연구초기 및 미성숙 단계에 있

(PEA = C8H9NH3) 조성을 갖는 준2D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개수를

다.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는 수분과 접촉시 아래의 반응을 통

조절하여 전하를 효과적으로 밀집시키고 전하 포획을 억제, 방사성

해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재결합을 향상을 통해 약 10%에 가까운 양자효율을 달성하였다.[7]
마지막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을 활용한 연구의 경우, 나노결

MAPbI3 ↔ MAI + PbI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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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준2D 페로브스카이트/폴리머 복합체를 활용한 안정성 개선 방법. 출처: Advanced Materials 30, 1707093 (2018) [11]

MAI ↔ MA + HI		

(2)

소재 자체의 내구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Ma 교수 연구진은

4HI + O2 ↔ 2I2 + 2H2O		

(3-1)

준2D 페로브스카이트/폴리머 복합체를 활용하여 구동 중 색안정성

2HI ↔ H2 + I2		

(3-2)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는데, 해당 소자의 안정성 개선 요인은 Cs 기
반 페로브스카이트 및 준2D 기반 페로브스카이트의 사용뿐만 아니

반응 (1)의 경우, MAPbI3가 수분에 노출 시 MAI와 PbI2로 분해되는

라, 폴리머 매트릭스에 의해 형성된 균일하며 pinhole이 없는 준2D

것을 나타내며 새롭게 형성된 PbI2는 더 이상 기존 MAPbI3의 흡광/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고되었다.[11]

발광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반응이 시작되면 소자의
효율이 점차 감소하게 되고 결국 구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반응 (3-1)

향후 연구 방향 및 전망

의 경우, HI의 기본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나타내며, 반응 (3-2)의 경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소재와 관련된 활발한 연구에도

우, 광 여기에 의한 분해 반응을 나타낸다.

불구하고, LED의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 하이브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LED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LED의 외부양자효율은 현재 10% 내외

서는 주로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가 아닌 무기 CsPbX3

로, OLED (약 30%) 및 QLED (약 20%) 대비 현저하게 뒤쳐진다. 현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로 활용된다. 보고에 따르면, Cs 및 유무기 혼

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LED 소자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

합 양이온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소재가 MA 기반의 하이브리드

법으로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1) 박막의 두께 또는 결정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대비 우수한 열화학적 및 구조적 안정성을 나

립 크기를 지속적으로 줄여 비방사성 재결합을 감소시키고 전자-정

타낸다.[9] 따라서, CsPbX3 소재의 우수한 열적 안정성을 활용할 경

공을 효과적으로 가두는 방법, 2) 본 리뷰에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우, LED 구동 시 발생하는 열 응력에 의한 손상을 억제를 통해 소자

LED 소자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면, 즉, 하이브리드 프로브스카

의 구동 안정성 개선이 가능하다.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된

이트와 전하수송층 간의 계면 특성을 개선하여 전하 주입 효율을 개

준2D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10] 예를 들어,

선하는 방법, 3) interlayer의 표면기를 (surface functional group)

(PEA)2(MA)2[Pb3I10] 조성을 갖는 소재의 경우, PEA 층의 소수성 때

활용하여 pinhole이 없는 균일한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문에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대비 수분에 대한

을 제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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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소재의 경우, 굴절률이 (refractive index) 약 2 이상으로 유기 박

emitting diodes based on mixed cations. ACS Nano Vol 12 Page

막 (약 1.7) 또는 유리 기판 (약 1.5) 보다 높기 때문에 전하수송층/페

2883 (2018)

로브스카이트 계면에서의 내부 반사를 야기시켜 빛의 손실이 생길

[7] Yuan et. al.: Perovskite energy funnels for efficient light-

수 있다. 따라서, 광결정 (photonic crystal) 또는 마이크로렌즈 배열

emitting diodes. Nature Nanotechnology Vol 11 Page 872 (2016)

(microlens array) 등을 활용하여 굴절률 차이를 줄여주어 손실을 최

[8] Pan et. al.: Highly efficient perovskite-quantum-dot light-

소화 할 수 있다. LED 소자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emitting diodes by surface engineering. Advanced Materials Vol

MA 이온을 Cs 또는 FA 이온으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으나, FA 기반

28 Page 8718 (2016)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의 경우, MA 기반 대비 전하이동도가 낮

[9] Kim et. al.: High-efficiency blue, green and near-infrared

기 때문에 발광효율 및 휘도를 제한 할 수 있어 소자 단계에서의 최

light-emitting diodes based on triple cation perovskites.

적화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준2D 페

Advanced Optical Materials Vol 5 Page 1600920 (2017)

로브스카이트 내 유기층의 소수성을 활용하여 안정성을 개선하는

[10] Quan et. al.: Ligand-stabilized reduced-dimensionality

개선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하이

perovskites.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Vol 138

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자체의 안정성 및 상용화 가능성에 관

Page 2649 (2016)

한 문제로 review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현재 상업화에 가장 큰 걸

[11] Tian et. al.: Highly efficient spectrally stable red perovskite

림돌이 되는 부분이 안정성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하이브리드 페로

light-emitting diodes. Advanced Materials Vol 30 Page 1707093

브스카이트 소재 자체가 가진 열화학적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2018)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OLED 기술의 상용화에 있어
서 encapsulation 공정이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던 것처럼, 페로브스
카이트 기반 LED 기술 역시 소자 단위에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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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고무신

온전한 행복은 없다

달리기에는 양손에 쥐고

살아가면서

목을 축이려 물도 담고

온전한 행복을 바라지 마라

물을 채워 송사리도 넣고

온전한 행복은 없다

벌을 낚아채어 빙빙 돌리고
열매를 따려 높이 던지고

바다도 이따금씩 비에 젖고

트럭으로 접어 흙도 나르고

태양도 가끔은 구름에 가리우며
지구도 기울어서 돌아간다

영 할 일이 없으면 신었다

하나님도 아들을 십자가에 걸었다

지금 웃고 있는 모든 이에게
크건 작건 불행은 있다

행복의 영원한 동반자는 불행
행복이 불행보다 조금 더 크면
그 순간이 행복이다.

주병권(朱炳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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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일상

증권회사 직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분주하게 아침을 시작한다.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일어나자마자 새벽 미국시장의 마감상황을 체크하고, 어제 저녁부

휴대폰에 연결했다. 음악을 듣고 싶었다. 그 순간 왜 갑자기 음악이

터 새벽까지 발생한 국내, 외 뉴스들을 검색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

듣고 싶었을까?

하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겠지만 음악을 듣고 있었
던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참 편안했었다. 그 시간은 쫓기듯 마음 졸

호재好材보다는 늘 악재惡材가 많은 주식시장 !!!

일 필요가 없어서 좋았고, 이런저런 걱정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을 체크해야 하고, 특정산업과

좋았다. 눈을 감고 울려 퍼지는 그 노래가 유행했던 시절을 회상할

업종에 대한 불경기를 걱정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원만하

수 있어서 좋았고,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게 해결되길 기원하고, 영국의 브렉시트 Brexit는 물론 브라질과 멕

그 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아침마다 ‘노래 한 곡’이라도 듣고 사는

시코 경제까지 두루 살피는 오지랖 넓은 삶을 살아간다. 집안 일이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듣는 이 노

나 가정 일에 이만큼 충실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최고의 남편으로 대

래들을 같이 듣고 살게 해 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하려면

우 받고 살았을 텐데... 대통령도 아니면서 나라 걱정을 하고, 기업 총

어떤 방법이 좋을까? 옛날 음악다방의 DJ처럼 음악과 메시지를 소

수도 아니면서 기업 걱정을 하고, ‘간디’ 같은 평화주의자도 아니면서

개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리라. 또 ‘사람들이 대부분 ‘카카오 톡’을 사

글로벌 시장과 각 나라의 이슈들을 걱정해야 하는 피곤한 삶을 살아

용하니까 여기에 매일 아침 편지 형식으로 음악을 보내주면 되겠구

간다.

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은 사람들의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주기
도 하고, 창의성을 갖게 해 주는 힘도 있기에 내게도 도움이 되고, 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이런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

악편지를 받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득 ‘내 인생이 참 고단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 한 번 쳐다보지 못하고, 마음 편하게 음악 한 곡 제대로 듣

“시작할 때 위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시작하면 위대해진다.”는 말

지 못하고 사는 바쁜 나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

처럼 그렇게 만들어간 ‘음악 편지’가 벌써 450번째가 되어 간다. 때

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自文을 해 보기도 했다.

로는 귀찮기도 하고, 노래를 선곡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선
곡해 놓은 노래에 맞는 편지를 쓰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젠 아침

2017년 가을이었다.

마다 음악을 선곡하고, 음악 편지를 써가는 시간이 내게 소소한 행복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출근하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사는

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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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대의 유행가는 그 시절의 세상 이야기를 담는다고 한다. 노래는

라보겠다는 약속을 담아서... [워너원 / 부메랑]

슬플 때 위안을 주고, 우울할 때 용기를 주기도 하고, 힘들 때 희망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희망과 꿈에 대하여 노래 이상으로

[180808 음악편지] 수요일입니다.

효과적으로 이야기 해주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던가

남자의 고백을 받은 그녀는 어떤 마음일까요?
남자는 자신이 열어 보인 마음과 약속들이 그녀에게 잘 전달되어 같

오랜 시간 ‘음악편지’를 작성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들이 가

은 크기로 되돌아오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그냥 알

장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정’과 ‘친구’를 주제로 한 노래들도 있

고 지내던 남자의 갑작스런 고백이 당황스럽습니다. 처음엔 실감도

고, ‘계절’과 ‘날씨’를 표현한 노래들도 있는데, 모두 그 근간은 사랑에

안 나고, 그냥 장난을 치려고 내게 던진 농담인가 싶기도 하고…

있다. 지나간 세월을 이야기 하는 노래도, 부조리한 현실을 이야기하

한눈에 반하는 사랑을 늘 꿈꿨던 그녀이기에 훅하고 다가온 남자 때

는 랩들도 속내는 사랑을 담고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

문에 난감하기만 합니다. 우린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인데 말이죠

존하는 사랑은 그렇게 노래 가사에, 음악의 선율에 담겨서 과거부터

그렇다고 단박에 거절할 수도 없고, 좋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여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자는 흔들리고, 고민은 깊어갑니다. 그래도 그녀는 날 좋아한다는 그

내가 아침마다 전하는 ‘음악 편지’도 사랑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자가 내 주변에 맴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주 보

받아보는 분들이 매일 아침 음악이 주는 달콤한 행복을 함께 느끼면

다 보면 그녀도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서 하루의 일상이 아름다운 영화가 되길,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희

[트와이스 / 티티(TT) ]

망이 되길 기원하면서 보내고 있으니 말이다.

[180809 음악편지] 그 남자 이야기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
지난 여름 <사랑>을 주제로 한 스토리로 12편의 ‘음악 편지’를 쓴 적

입니다.

이 있는데 이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소개하려고 한다. 스토리를

부메랑을 던진 남자의 사랑 고백은 ‘티티’라는 노래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읽고 해당 음악을 찾아서 들어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

It’s Okay는 아니지만 Not bad 정도는 되는... 그런데 그 남자는 왜 그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녀를 좋아하는 걸까요? 나이 불문, 국적 불문 세상 남자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예뻐서~.

[180807 음악편지] 화요일 아침입니다.

그 이유 말고 또 뭐에 반했냐고 친구가 물어봅니다. 예쁘다니까 !!! 하

날씨도 덥고 매번 같은 일상의 반복, 아침마다 비슷한 패턴의 음악

고 대답합니다. 아니 예쁘다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선곡에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려운 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남자들은 예쁘면 다 되나 봅니다. Fit이 좋거나, 착한 것도, 세련된 분

까 합니다. 재미없더라도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보다고 이해해 주시

위기도, 지적인 이미지도 죄다 예쁜 것에 밀리는 후 순위인가 봅니다.

기 바랍니다. 경험보다는 창작력에 의존하여...

남자의 사랑은 이루어질까요? [EXO-CBX / Someone like you]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훅하고 찾아온 낯설고 신선한 사

[180810 음악편지] 그 여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금요일입니다.

건일 테니 말이죠. 남자와 여자라는 기본 바탕에 이리저리 복잡하게

막상 날 좋아한다는 그 남자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뭐랄

엉클어 놓은 게 사랑이기에 당연히 힘들고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 것

까??? 삘(Feel)이라는 게 오지를 않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

이겠지요

는 광고 song처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바라만 보더라도 사랑의

오늘 이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해 봅니다. 내가 던진 사

감정과 느낌이 파바박!!! 하고 꽂혀야 하는데...

랑이 너와 만나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과 오직 너만 바

그녀는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도 여전히 서로 이해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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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아웅다웅 싸우는 사이가 있고,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마음이

오늘따라 그 남자가 그립습니다. 날 보고 환하게 웃어주던 그 모습이

잘 통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그런 사이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다시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면 당장이라도 달려와 줄 것만

쪽일까요?

같은데... [유미 / 여자라서 하지 못한 말]

그녀는 그냥 이쯤에서 멈추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남자에
게 자신이 결정한 것들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180816 음악편지] 그 남자 이야기를 전하는 목요일 아침입

[에일리 / 너와 나(You & I)]

니다.
꿈에 그녀가 나타난 후 좋은 일들만 생깁니다. 그녀와 함께 거닐던

[180813 음악편지]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월요일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아침입니다.

그녀의 안부를 주저리주저리 전해줍니다.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우리 이쯤에서 멈추자”는 그녀의 말에 한동안 멍한 상태로 있었습

뜁니다.

니다. 갑작스레 한 말은 아니라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했다는 그

사춘기도 아니고, 첫사랑도 아닌데...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도 왜

녀의 말에... 점점 내 자신이 작아져만 갑니다.

그녀를 못 잊는 걸까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라도...” 용기를 내어 남자는 여자에게 물어봅

예뻐서라고요? 아니에요. 그녀가 예뻐 보여서 큐피트 화살을 쏜 건

니다. 그녀는 “그건 아니고...”라고만 짧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맞는데... 자주 만나보니 화려함보다는 평범한 부류인 듯 합니다. 하

없다는 듯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도 안 먹었고, 정신

지만 그거 아세요? 화장한 얼굴보다 민낯이 더 사랑스럽다는 거... 평

도 말짱한데...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범함이 주는 끌림이랄까?

그녀가 내 곁을 떠난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에 그

그녀는 떠났지만, 난 아직 그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녀가 나타났습니다. 꿈에 그 사람이 자주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날 보

흐른 후에도 그녀가 여전히 혼자라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고 싶어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기분은 좋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녀에게 남친이 생겼을까요?

그녀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주길 바라며 [닐로 / 넋두리]

그녀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로이킴 / 그 때 헤어지면 돼]

[180817 음악편지]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금요
일 아침입니다.

[180814 음악편지] 그 여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화요일 아침

친구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봤다고 하네요. 좋아 보이더라는 말

입니다.

에... ‘나랑 헤어졌으면, 좀 안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잘 살

남자와 헤어진 그녀는 한동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헤어

고 있다고? 그 남자가 얄미워집니다.

진 그 남자는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SNS를 통해 들여다 보니

“혜어지자... 지금부터 안 만나는 거다” 이렇게 내가 먼저 이별을 통

아직까지 새 여친은 사귀지 않았나 봅니다.

보했고, 먼저 돌아선 것도 맞지만... 돌아선 내게 그는 “내가 무슨 잘

헤어지고 나면 가장 귀찮은 일이 주변 친구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못 한 거라도...”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던 것이 전부였을 뿐, 우린 지

때까지 탈탈 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헤어진 사실을 숨

금까지 긴 공백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겼습니다. 오늘따라 친구들이 자꾸 그 남자가 보고 싶다고 부르라고

“그 사람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 하고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항

합니다.

상 같은 옷만 입고 다녀서 헤어지고 난 후에도 난 아직도 그게 신경

내 기대의 크기 만큼이 아니라는 이유로 냉정하게 돌아섰는데... 돌

쓰입니다.

아서면 금방 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

나도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남자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

가 다시 만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거라 믿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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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땐 그가 내 손을 꼭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유 / 밤 편지]

[다비치 / 그대니까요]

[180822 음악편지] 그 남자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는 수요
[180820 음악편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

일입니다.

니다.

그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음악편지에 누군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혹시 이 무더위에 가을 타

잘 지내니? 한 쪽이 조금만 기울어도 금세 두 쪽이 나는 게 사랑인가

시는 건가요? 왠지 센치해 보이는데...”

보더라. 마주보는 눈길을 멈췄을 때, 다른 곳을 바라볼 때, 의견이나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발끈하고 있고, 끝이 안 보이는 무더위처럼 연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재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고민이 될 뿐... 가을 타는 것은 아니니 걱

이렇게 함께 할 이유보다는 돌아서거나 헤어져야 할 이유가 더 많은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며 어른이

그 남자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되는가 싶기도 하다.
네게 무슨 말을 먼저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땐 정말 미안

지난 주에 길에서 그녀의 친구를 또 만났습니다. 만났다기 보다는 기

했다는 말을 전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 네가 괜찮다면 한 번 만났으

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그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면 해. 연락 기다릴게.

그녀는 잘 있다고 합니다.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기다리던 그녀에게서 이렇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외로워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녀의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을

갑자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항상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연스

특별해 보이는 걸 보면 그녀는 내게 선물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럽게...

[멜로망스 / 선물]

속 마음을 들킨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폴킴 / 모든 날, 모든
순간]

[180823 음악편지] 그 여자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는 목요
일입니다.

[180821 음악편지] 그 여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비 오는 화요

그 남자에게서... 보고 싶었다고, 빨리 만나자는 답장이 왔습니다.

일입니다.

문득 사랑은 장미에 붙어 있는 가시처럼, 향긋하면서도 날카로운 양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길에서 또 그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면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가시에

한 번 만나보는 게 어때? 하고 내 의사를 묻습니다. 만나보고 싶어하

찔리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베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없어 그 남자

는 눈치더라는 말도 함께 전합니다.

를 밀어냈는데... 낭만이 없는 삶이 무료하기 그지 없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때가 아니라

그 남자를 다시 만나볼까 합니다.

고 생각하면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한

참된 사랑은 간절한 기다림에서 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기

박자 쉬어갈 수 있는 배려가 있는 사람

다려준 그 남자를 다시 본다니 마음이 설레네요.

헤어지자고 하면 그냥 돌아서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우연히 내게 다가왔던 그 남자가 내겐 봄이었다는 걸... 맑고 청아한

바보 같은 사람.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지우면 되는 일인데... 내가

느낌으로 다가왔던 낭만의 향기였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

한 낙서들을 지우고 그 위에 새 그림을 그리면 되는 일인데...

습니다.

그 남자를 한 번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로코,유주 / 우연히 봄]

전화나 문자를 하기는 쑥스럽고, 그냥 메일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
데 뭐라고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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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광섬유 레이저 및 광소자 연구실

[아주대학교 광섬유 레이저 및 광소자 연구실 단체사진 (2019년 초복)]

들어가며

유 소자, 광전소자 및 이를 이용한 고성능 극초단 광섬유 레이저 개

첨단 산업 및 국방 분야에서 광섬유 레이저는 최근 10년간 가장 주

발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결과들을 도출하고 있습니

목받으며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원입니다. 수 kW 의 높은

다.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요

평균출력을 가지는 연속발진 광섬유 레이저부터 수백 펨토초 내외

약하여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의 짧은 펄스폭을 가지는 극초단 광섬유 레이저에 이르기까지 응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광 특성을 가진 광섬유 레이저가 최근까지 활발

고성능 극초단 광섬유 레이저 연구

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연속발진 광섬유 레이저의 경우 이미 국방용

수백 펨토초 이하의 극초단 펄스 광원 발생을 위하여 수동 레이저

레이저 무기 및 산업용 레이저 가공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

모드잠금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펄스레이저 동작을 위

며 광섬유 펄스레이저의 경우 초정밀 광계측, 비열 레이저 미세가공

하여 광 포화흡수 소자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및 고감도 광 센싱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

SESAM이라 불리는 기존의 반도체 물질 기반 포화 흡수체를 대체

루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다양한 저차원 물질 기반 광 포화 흡수체를 개발해 오고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의 염동일 교수 연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탄소나노튜브, 이차원 반도체 물질(MoS2,

구실은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첨단 광섬유 레이저 및 관련 광

WSe2) 및 그래핀 등의 저차원 물질을 중공광섬유 혹은 측면연마 광

소자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차원 물질기반 광섬

섬유 등과 결합한 in-line 포화 흡수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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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감쇄파 기반
의 in-line 포화 흡수체의 경우 높은 출력의
레이저에서도 동작 가능하며 포화 흡수체
의 비선형 흡수 특성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개발한 포화 흡수체
를 이용하여 정상분산(normal dispersion)
영역에서 동작하는 고출력 전광섬유 (allfiber) 모드 잠금 레이저, GHz 반복율의 저
잡음 펨토초 광섬유 레이저 등 다양한 파장
에서 동작하는 우수한 성능의 광섬유 레이
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동연구를
통하여 연구실에서 개발한 단층 그래핀 포
화 흡수체 및 이를 이용한 모드잠금 레이저
가 SESAM등 기존의 포화 흡수체와 달리
우주환경과 유사한 감마선 노출에도 안정

[그림] 연구실에서 개발한 (a) 중공광섬유(hollow optical fiber) 기반 광 포화 흡수체 (b) 측면 연마 광섬유 기반 그래핀-광섬
유 광전소자 (c) 고출력 dissipative soliton 광섬유 레이저 스펙트럼 특성 및 (d) GHz 급 반복율 저잡음 펨토초 광섬유 레이
저의 잡음 특성

적으로 동작함을 밝혀내었는데, 이는 향후

의 특성을 전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래핀-광섬유 소자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빛의 감쇄

인공위성 탑재 용 펨토초 레이저 광원 개발

파와 그래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수 V의 인가된 전압으로 광섬유를 진행하는 빛의

에 있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

투과율을 큰 손실 없이 90% 이상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소자에서 게

됩니다.

이트 전압에 따라 그래핀의 비선형 광학특성 또한 변화 시킬 수 있는데, 한 예로써 개발된 그
래핀-광섬유 소자에 인가하는 전압을 조절함에 따라 소자를 포함한 광섬유 레이저의 발진모

저차원 물질 비선형 포토닉스 소

드가 수백 펨토초의 펄스폭과 수십 MHz의 반복율을 가지는 수동 모드 잠금 광섬유 레이저에

자 연구

서 수 마이크로초의 펄스폭과 수 kHz의 반복율을 가지는 Q 스위칭 광섬유 레이저 혹은 연속

이차원 준금속 및 반도체 물질은 고유의 밴

파형 광섬유 레이저로 조절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소자의 설계 최적화를 통하여 500 nm

드갭 특성으로 인하여 매우 강한 전기광학

부터 2000 nm 의 스펙트럼 영역에서 동작하는 그래핀-광섬유 광변조 소자를 성공적으로 개

효과(electro-optic effect)를 가지고 있으

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넓은 스펙트럼대역에서 그래핀의 광전이와 관련된 물리적 탐색을 시

며, 따라서 인가하는 전압에 따라 그래핀

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차원 물질 기반 광섬유 소자에서 고차 조화파 등 비선형 광신호 발생

과 상호작용하는 빛의 특성을 넓은 스펙트

및 제어, 광대역 전광 신호처리소자 개발 및 높은 효율을 가지는 그래핀-광섬유 광검출기 등

럼 대역에 걸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단일 혹은 몇 겹의 원자층으로 이루어
진 이차원 물질은 빛과의 상호작용이 제한

나오며

적이어서 효율과 특성에 있어 기존의 반도

위에 기술한 내용 이외에 본 연구실에서는 알칼리 증기 기반 고효율 광증폭기 개발 및 결맞음

체 소자들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

다중 광 채널 중첩 모니터링 등과 관련된 국방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광섬유 레이

다. 연구실에서는 그래핀으로 제작한 전계

저에서 출력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념의 광섬유 레이저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

효과 트랜지스터를 측면연마 광섬유와 성

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레이저 및 비선형 광학 분야의 기초학문 탐색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적으로 결합하여 광섬유를 진행하는 빛

광산업 및 국방 광 기술 분야에서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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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ALTA-2019)은 5월 15일부터 5월18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에서 개최되어, 약 280여명의 국내외 학자, 연구자, 광학관련 기업인들이 연구
결과와 활동을 발표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워크샵은 Yuxin Leng(CAS) 박사와 김대식 교수(UNIST)의 기조강연과 16개 초청강연 세
션, 한-중 공동 특별 세션, 포스터 세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129편(기조강연 2편,
초청강연 56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한국 광학회 회장의 세계 빛의 날(5월16일)에 대한 축
사와 함께, 6편의 우수 포스터 발표에 대한 “우수 포스터상” 수상이 있었다. [홈페이지 http://
al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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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광전자 및 광통신학술회의 (COOC 2019)가 지난 6월 3일부터 3일간 부산 해운대 한
화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회에는 국내외 학교, 연구소, 산업체에서 광전자 및 광통신
을 비롯한 다양한 광기술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300여명이 참가하여 최신 연구 동향
을 파악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지난 35년간 광통신 분야에
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스즈키 박사(KDDI), 최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척자로 노벨상
수상 후보자로 언급되고 계신 박남규 교수(성균관대), 지난 25년동안 광섬유광학측정 분야 한
우물만 파온 파이버프로 고연완 사장의 기조강연과 8개 분과의 구두세션, 3개의 단기강좌, 포
스터세션 2개 등 으로 운영되었으며, 13곳의 업체와 기관의 홍보 및 전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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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고등광기술연구소는 7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5일간 레이저와 광기술 분야 젊은
학생들과 연구원들을 초청해 ‘레이저·광기술 여름학교(SSOLLA) 2019’를 개최하였다. 2010
년부터 매년 SSOLLA 행사를 개최해 전 세계 대학원생과 국내외 연구원 등 182여명을 대상으
로 교육훈련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레이저 분야 선진국인 일본
과 체코 등 11개국 18명의 학생 및 연구원들이 참석해 GIST 교수, APRI 연구원과 함께 레이저
기초에서 응용까지 5개 분야의 실험을 수행하고 교육을 받았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광학 관
련 기초과목과 특수 광섬유의 디자인·응용, 레이저를 이용한 미세가공, 바이오 광(光) 이미징,
펨토초 레이저 분광학, 집적광학, 테라헤르츠 포토닉스 등에 관한 강의를 하고, 이를 응용한
광학 실험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078

078

K-LIGHT

MISCELLANY / 회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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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 이병호 회장(서울대 교수)이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
Pacific Rim (CLEO PR)의 Steering Committee 위원장으로 재선임 되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미국 산호세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이병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재추대 하였다. 이로서, 이병호 교수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현
임기에 이어서 2020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더 위원장으로 봉사하
게 된다. 이 위원회는 CLEO PR의 차기 개최지를 정하고 진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CLEO PR에는 한국광학회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제 52회 과학의 날에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병하 교수가 과학기
술포장을 수상하였다. 이병하 교수는 광통신 및 센서 소자 구현에 필요한 광섬유격자 기
술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였고 광을 이용한 단층영상술을 개발하여 광학기술의 저변확대
와 국가기술선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였는데 지금까지 50여명의 석·
박사 배출, 130여편의 SCI논문 게재, 3700여건의 피인용을 이루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
광학회에 JOSK 편집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도 한국광학회 부회장과 포상위원장으로 활
발히 봉사 중인데 2005년에 과학기술우수논문상 그리고 2014년에 해림광자공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KAIST 물리학과 안재욱 교수가 제52회 과학ㆍ정보통신의날을 맞이하여 지난 4월 20일
개최된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수상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19년도 과학ㆍ정보통신의 날 기념 정부포상’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
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안 교수는 홀로그램 기반의 광집게를 이용한 중성원
자 배열기술을 개발하고, 양자역학적 얽힘상태를 구현한 양자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등 한
국의 양자컴퓨팅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안재욱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기초과학 분야에서 ‘리드버그
양자 시뮬레이터의 얽힘 제어 연구’ 과제를 제안해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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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학회

분과 행사 일정
8월 21일(수) ~ 23일(금)

2019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호텔

he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wave/THz Science and Applications
(MTSA 2019)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Optical Internet Workshop (OIW 2019)

제주 메종글레드호텔

11월 1일(금) ~ 2일(토)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9 (ABC 2019)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12월 4일(수) ~ 6일(금)

Photonics conference (PC 2019)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9월 29일(일) ~ 10월 3일(목)

10월 23일(수) ~ 25일(금)

국제학술회의
19/07/15 19/07/19

Nonlinear Optics

OSA

Waikoloa Beach Marriott Resort &
Spa, HI, USA

19/07/29 19/08/01

OSA Advanced Photonics Congress

OSA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USA

19/08/19 19/08/21

IEEE Research & Applications of Photonics in Defense
Conference (RAPID)

IEEE

Miramar Beach, FL USA

19/08/28 19/08/30

IEEE Group IV Photonics Conference (GFP)

IEEE

Singapore, Singapore

19/09/16 19/09/19

Frontiers in Optics: the 103rd OSA Annual Meeting and
Exhibit/Laser Science Conference

OSA

Marriott Wardman Park, Washington,
DC, USA

19/09/29 19/10/03

OSA Laser Congress

OSA

Austria Center Vienna, Vienna, Austria

19/09/29 19/10/03

IEEE Photonics Conference (IPC)

IEEE

San Antonio, TX USA

19/11/05 19/11/06

IEEE Avionics & Vehicle Fiber-Optics & Photonics Conference
(AVFOP)

IEEE

Arlington, VA USA

20/02/01 20/02/06

SPIE Photonics West

SPIE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한국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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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학회

회/원/가/입/안/내
사단법인 한국광학회 회원구분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에 따라 정회원, 학생회원으
로 구분하며, 기업체를 위한 특별회원과 도서관과 같은 자료실을 위한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 개인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회원

특별회원 가입안내

과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 한국광학회 정식 회원 (정회원/학생회원)
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학술

가입대상

지/발표논문 검색과 광 전문가 활동, 회원 조회 등 학회의 유용한 회원

한국광학회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기업체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회비
100만원(부가세 별도)

2. 일반회원
- 학생회원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광학 및 관련 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 정 회 원 : 광학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4년제 대학과정을 수료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년제 대
학을 이수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4년 이상
인 자 또는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사
회에서 인정되는 자

특별회원 가입 시 받는 혜택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와 영문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학회 주관 국내
외 학술발표회 프로그램과 학회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한국광학회(OSK),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가 공동 발
행하는 광융합분야 매거진(K-LIGHT)을 보내드립니다.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기업체, 단체
-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 영문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학회 주관 국내외 학술발표회 프로그램과 학회정보

•동 · 하 계 학 술 발 표 회 프 로 그 램 북 광 고 게 재 료 및
OptoWin 광산업전시회 참가비를 20% 할인 및 무료등
록(최대 2명)해 드립니다.

를 발송해 드립니다.
- 한국광학회(OSK),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가 공동 발행하는 광융합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특별회원 리스트에 회사정보를 무
료로 등재해 드립니다.

분야 매거진(K-LIGHT)을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동·하계 학술발표회 프로그램북 광고게재료 및 OptoWin 광산업전시
회 참가비를 20% 할인 및 무료 등록(최대 2명)해 드립니다.
-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특별회원 리스트에 회사정보를 무료로 등재해 드

•한국광학회에서 주최하는 산학연 간담회 초청장을 보내
드립니다.

립니다.
- 한국광학회에서 주최하는 산학연 간담회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가입 방법
•홈페이지(http://www.osk.or.kr) 접속하여 특별회

4. 단체회원

원가입 클릭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
-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 영문지(Current Optics and

•계좌이체를 이용한 회비 납부

Photonics, COPP)와 광융합분야 매거진(K-LIGHT)을 보내드립니다.

예 금 주 : (사단)한국광학회
계좌번호 : (기업은행) 600-034920-04-013

한국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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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 가/입/안/내
가입대상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취지와 목적 및 정관에 동의하며 현재 광산업체를 운영 중에 있거나,
광산업에 관심이 있어 본회의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업체)

회비_
입회비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부과기준 (만원) : 대기업 200, 중기업 100, 소기업 50
→ 입회비의 납부는 회원사 가입신청서 제출 시 본회에서 납입계좌를 안내하며, 입회비는 회원사 가입시 1회만 납부

연회비 : 전년도 법인결산 결과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매출액
(억원)

~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200
미만

200~500
미만

500~
1,000미만

1,000~
3,000미만

3,000
이상

연회비
(만원)

80

100

140

200

280

350

420

600

1,200

3,400

연회비 면제 및 경감 기준
1. 기본원칙 : 총매출액 기준
2. 연회비 면제 : 광산업체를 신규로 창업한 회원사로서 매출이 없는 경우, 창업 당해년도에 한해서 면제
3. 연회비 경감
- 연회비를 연납(일시납)할 경우 연회비 10% 감면
- 광산업과 타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회원사
전체 매출액으로 연회비를 산정한 후 광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경감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50% 감면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30% 감면
- 광산업체로서 총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원사 중 다수의 사업자 단체에 중복하여기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회원사
→ 1~3개 협회 가입회원 : 40% 범위내 경감
→ 4개 이상 협회 가입회원 : 50% 범위내 경감
- 매출액 비율과 타 협회 중복가입에 따른 경감 등 이중경감은 적용 배제
- 상기 기준에 의하여 경감시, 최소 연회비 기준 이하 경감 불가

◆ 회원사는 한국광산업진흥회 발전을 위해 회비 이외에 찬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부 김현호 팀장
• 전 화 : 062-605-9611 E-mail : h2k1103@kapid.org

한국광산업진흥회

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

K-LIGHT 광고 및 구독 안내

K-LIGHT가 한국광학회와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공동발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K-LIGHT는 국내 광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 뉴스를 여러분께
제공하며, 한국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게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한국광학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금액

표지 4

150만원(부가세 별도)

표지 3

100만원(부가세 별도)

표지 2

10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8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1/2쪽 광고 40만원(부가세 별도)
1/4쪽 광고 20만원(부가세 별도)

내지1

표지2

정기구독 및 광고문의
02-3452-6560
osk@osk.or.kr

표지3

표지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