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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amined the stability of the MAPbI3 perovskite through a first-principles total energy
calculation and estimated the thermodynamic energy through phonon calculations.

The total

energies calculated for the ground state showed that the energy for the dissociation of MAPbI3
into MAI and PbI2 is small relative to the thermal energy at room temperature, indicating that
MAPbI3 is not stable for dissociation. We estimated the dependence of the thermodynamics free
energies of MAPbI3 and MAI and PbI2 on the temperature. We found that the entropy effect can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MAPbI3 , however the stability is not so robust. Because the
PbI2 has a two-dimensional layered structure, the entropy effect is small compared to that of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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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유기무기합성 물질의 구조적 안정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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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원리총에너지계산과 열역학적 계산을 이용하여, 페로브스카이트 MAPbI3 의 안정성을 연구하였다.
기저상태에서 총에너지 계산 결과는 MAPbI3 는 MAI + PbI2 로 분해에 필요한 에너지가 상온의
열에너지에 비해 작아, 분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포논 열적 요동을 고려하여,
열역학적 자유에너지를 고려하였더니, 상온에서 열적 요동이 MAPbI3 의 안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MAPbI3 는 근원적으로 분해과정에 대해 충분히 안정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열적 요동이 MAPbI3 를 안정화 시키는 메카니즘은 분해계 중 하나인 PbI2 는 원자구조가 2
차원 층상 구조인데, 이 물체의 열적 요동에 의해 발생하는 엔트로피가 3차원구조 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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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화석연료의 부족 사태가 가까이 이름에 따라, 대체에너
지원을 찾는 연구는 현재 과학-기술계의 큰 과제이고, 큰 도
전이다. 최근 금속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Metal halide
perovskite, MHP) 는 저비용-고효율 태양전지 물질이라고
알려진 후, 기존 저비용 광전소자로 알려졌던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집중하였던 연구가 이 물질에 대한 연구로 옮겨
지고 있다 [1–5]. MHP 소재 가운데서, 순수 페로브스카이
트 MAPbI3 는 밴드갭이 1.55 eV로서 이물질을 기반으로
만든 태양전지의 광전 에너지 전환 효율이 놀랍게도 20%
정도에 도달하여 [6–9], 태양전지 소재 개발에 획기적 전기
를 만들었다 [10–14]. 한편 MHP-기반 태양전지의 수명이
짧다는 것이 본격적 생산을 가로 막는 문제 중 하나이다.
MHP-기반 태양전지의 대량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고성능
뿐 아니라 안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안정
성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MHP기반 태양전지 연구의 중요한 축이다 [11–13]. MHP-기반
태양전지는 UV 나 습기, 산소에 대해 불안정하다고 알려
진다 [14–16]. 따라서, 습도< 1% 이하의 건조한 환경에서
소자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17]. 또한 UV가 소자 노화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관측에 따르면 Pb-I 결합이 빛에
의해 쉽게 파괴될 수 있다고 알려져, 광분해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18].
한편 이 소재는 고온에서도 불안정하다고 알려진다. 열역
학적 해석을 고려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MAPbI3 tetragonal phase 는 403 K 이상의 온도에서 CH3 NH3 PbI3 (s) →
PbI2 (s) + CH3 NH2 (g) + HI(g) 로 분해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을 발견되었다 [19]. 이것은 이 물질내 원자간 결합이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X-ray diffraction 관측결
과에 따르면, 443 K 온도 아래에서 놓여지더라도, 샘플내
69% 만 MAPbI3 가 유지되고, 또한 31% 의 PbI2 [19]를
유지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본 관측 후 이러한 열역학적 안
정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MAPbI3
의 안정성을 개선하고자 노력으로 다양한 이온이나 Pb대
신 Sn, Ge같은 불순물 [20–23] 및 할로겐 자리에 치환하는
불순물 [17? –24]을 첨가하여, 안정성을 개선하는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노력으로 실제 안정성 문제
를 크게 향상 시키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것은 MAPbI3 가
근원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임을 보여준다. MAPbI3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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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문제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물 분자나
산소로부터 차단을 위한 방어막 설치와 같은 해결방안에
의해 안정성이 어느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상업화에
필요한 획기적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MHP-기반 태양전지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자세한 기전
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안정성 문제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 이해를 통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APbI3 의 안정성에 대해 연구를 재조명하고
자 한다. DFT 에 근거한 제일원리 총에너지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삼원계 MAPbI3 (여기서 MA를 한개의 이온으로
생각한다) 와 분해된 계 MAI + PbI2 상태와 총에너지를
비교하여 MAPbI3 안정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CsPbI3
에 대해서도 같은 계산을 수행하여, 비교함으로 MA의 역
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고온에서 열에 의해 MAPbI3 가 불
안정하다고 관측되었기에, 우리는 열역학적 자유에너지를
계산하여, 고온에서 MAPbI3 및 CsPbI3 의 이원계로 분해에
대한 안정성을 연구하였다.

II. 연구 방법
제일원리 분자 동역학 계산과 총에너지 계산을 위해 총
에너지는 VASP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7,28]. 밀도함수
이론 계산을 위해 Perdew-Burke-Ernzerhof (PBE) 교환상관 함수 [29]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generalized gradient
근사 (GGA) [30]를 사용하였다. 슈도포텐셜에는 projector augmented wave potentials (PAW)방법을 이용하였다
[31]. VASP의 Auto=40 옵션을 이용하여 충분한 수의 kpoint를 이용하여, Brillouine Zone 적분을 대신하도록 하
여, Primitive cell 의 총전자에너지를 계산하였다. K-points
에 의한 계산값 오차는 0.001 eV/f.u. 이하이다.
열역학적 요동과 자유에너지를 Phonopy package를 사
용하여 계산하였다 [32]. 슈퍼셀을 사용한 DFT계산을 통
해, Dynamical matrix를 만들어, 포논 밴드 및 포논의 에
너지상태밀도를 계산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물질내 원자
진동의 헬름홀츠 자유에너지 (Fph ) 를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33].

Fph (T ) =

∑ h̄ωq,ν
q,ν

2

+ kB T

∑
q,ν

[
(
)]
h̄ωq,ν
ln 1 − exp −
kB T

제일원리총에너지 계산을 통해 얻은 전자에너지와 온도
변화에 따른 포논의 헬름홀츠 자유에너지 (F ) 를 합하여 계
의 총에너지를 계산하여, 물질의 안정성을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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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및 논의
ABX3 합성체로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 물질 내에
서는 B이온이 X음이온과 결합하여, BX6 octahedra를 만
들고, 이들이 큐브의 꼭지점에 위치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팔면체형 격자를 형성하고, 격자 틈새자리의 중앙에 큰 반
경을 가지는 A원자가 틈새자리에 위치하면서 공간을 채워
주고, 화학적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A-이온이
B-양이온보다 크다 (rA > rB ). X 이온은 대략 chalcogen
이나 halogen 이온이다. 이 물질 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A이온의 크기가 BX6 에 의한 cubic형 격자크기에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즉 ABX3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형성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한가지 요인은 Goldschmidt 의
√
tolerance factor (t) 이다. t = (RA + RX )/ 2(RB + RX )
로 정의된다. 여기서 RA 는 유기양이온의 유효반경이고,
RB 는 bivalent 금속이온 (Pb) 의 반경, RX 는 halide 음
이온의 반경이다. 3차원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체가 안정적
으로 만들어지는 조건은 경험적으로 0.80 < t < 1.1 영역
[34,35] 이라고 알려져 있다. MAPbI3 의 경우 MA분자가
A-자리를 차지하는데, 분자의 이온반경 및 t를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t = 0.95 [36] 또는 0.824
이라고 제안되었다 [37]. Lee et al. 은 MA분자의 크기를
전자구름계산을 분석하여, 정하여, t = 0.824 를 구하였다
[37]. 이 값은 CsPbI3 의 t 값인 0.771 보다 조금 크다. 이
값을 보면, MAPbI3 나 CsPbI3 는 둘다 불안정한 영역의 경
계에 속하는 것을 보여준다.
t < 1 이면, X 이온의 위치가 A원자를 향하여 변위 된다.
반면 t > 1 이면, X 이온의 위치가 B를 향하여 변위가 일어
난다. t 가 1 에서 벗어 날수록 격자내 원자위치에 변형된
상태가 안정해 지고, 동시에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불안정
해 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격자 진동 때문에, 변형된 구조
가 점차 이상적 페로브스카이트 정방형구조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온도에 따른 구조상전이를 일반적으로 하게 된다.
MAPbI3 도 온도에 따라, 원자구조와 대칭성이 변화한다
고 알려져 있다. 163 K 아래 저온에서는, orthorhombic
(Amm2 space group 38, a = 8.84, b = 12.58, c = 8.55)
구조를 가진다고 알려진다 [38]. 그리고, 163 - 328 K 에서
는 원자구조가 tetragonal (I4/mcm space group 140, a =
8.87, b = 12.67) 로 바뀌고 [39], 328 K 위에서는 MAPbI3
가 pseudo-cubic (P4mm space group 99, a = 6.31)구조를
가진다고 알려진다 [40]. 본 연구에서는 tetragonal 구조를
이용하여, 고온에서 열에너지에 의한 안정성을 연구하였다.
(기저상태에서 총에너지 계산을 통한 안정성 연구)
CH3 NH3 PbI3 물질내 MA(CH3 NH3 ) 유기이온을 한 개의
이온으로 취급을 하면, 삼원계물질로 볼 수 있다. 삼원계 물

질이므로, 이원계 성분으로 분해될 수 있다. DFT계산을 통
해 기저상태에서 계산한 에너지 값을 비교하여, tetragonal
구조의 MAPbI3 가 이원계 성분 MAI + PbI2 로 분리 되는
에너지를 분해에너지를 계산하였다.
DFT총에너지 계산방법으로 분해에너지를 계산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MAPbI3 → MAI (분자) + PbI2 − 1.228 eV/f.u.

(1)

MAPbI3 → MAI (고체) + PbI2 − 0.012 eV/f.u.

(2)

CsPbI3 → CsI (고체) + PbI2 − 0.024 eV/f.u.

(3)

MAPbI3 와 CsPbI3 는 상온에서 알려진 tetragonal 구조
를 선택하였다. PbI2 는 2차원 층상 원자구조를 가진다.
tetragonal 구조의 MAPbI3 의 원자구조는 Fig. 1과 같다.
격자내 MA 분자는 다양한 방향을 가질 수 있는데, 격자변
형과 어울리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MA분자정렬 구조에서
계산한 에너지를 고려하였다.
먼저, 반응(1)은 용액속 MAI분자와 기판에 있는 PbI2 물
체와 반응하는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다. 대체로 MAPbX3
(X=Cl,Br,I) 페르브스카이트 물질은 PbX2 와 MAX 가
혼합된 용액에서 금속산화물 기판위에 증착된다. 침전
증착과정은 먼저 PbX2 가 먼저 증착되고, 이후 용액속의
MAI가 PbX2 와 결합하여, MAPbX3물질을 만들게 된다.
MAPbI3 증착과정을 모의계산한 반응식 (1) 의 경우, MAI
분자와 PbI2 로써 분해에너지는 흡열과정으로 분해에 필요
한 에너지가 1.128 eV/f.u. 으로 매우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용액속에서 역 방향의 화학반응에
의한 증착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반응식 (2) 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면, 분해 과정이 흡열
과정지만, 분해에 필요한 에너지가 열에너지에 비해 작다.
따라서, 상온에서 삼원계 물질 MAPbI3 가 분해에 대해 결
코 안정하다고 할 수 없다. 물론 결정이 형성된 후 원자
변위에 대한 에너지 장벽을 고려하면, 비록 분해에너지가
작다 하더라도, 분해과정이 천천히 일어날 수 있다. 본 계산
결과는 MAPbI3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이항계물
질로 저절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유기무기 페로브스카이트 소자의 불안정에 대한 근본적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반응식 (2)의 분해에너지에 대한 이전의 다른 연구
결과의 계산 값은 – 0.1 eV/f.u.으로 분해과정이 불안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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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결과와의 오차는 아마도, 이전 계산에서 MAI의 고체
에서 MA의 방향이 본 연구와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분자의 방향을 [100], [110], 그리고 [111]
세가지 방향을 모두 계산하여, 에너지가 가장 낮은 [100]
방향으로 MA가 정렬된 상태의 에너지를 고려한 것이다.
이전 계산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열역학적 에너지를 고려한 MAPbI3 의 안정성)
위의 계산 결과는 0 K에서 기저상태의 에너지를 계산 한
것이기 때문에, 상온에서의 열적자유에너지를 고려하여, 안
정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해상태인 PbI2 는 2차원
층상의 원자구조를 가지므로, 고온에서 엔트로피효과가 3
차원 구조 물질에 비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분해
에너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물질이
분해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열역학적 에너지를 고려하여
보다 심도 깊은 계산을 수행하였다.
(a) Tetragonal (I4/m)

열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 포논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포논 계산은 Phonopy package를 이용하였
다. MAPbI3 , PbI2 , MAI 포논의 에너지 상태 밀도에 대해
계산된 결과를 Fig. 2에 보여 준다. Figure 2는 조화근
사에 따라 계산된 포논의 에너지상태밀도를 보여준다. 이
결과를 보면, MAPbI3 의 스펙트럼과 분해된 MAI 와 PbI2
스펙트럼의 합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푸른색의 MAI 의 스펙트럼과 CsI의 것을 비교하면,
또한 매우 다르다. MAI의 경우, MA분자의 수소원자의
내부진동이 고에너지 영역까지 퍼진다. 반면 CsI의 경우와
비교하면, Cs-I 의 경우에는 중간 에너지 영역에 스펙트럼이
강하게 있는 것으로 보아, Cs-I 결합력이 MA-I간에 비해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MAPbI3 를 CsPbI3
와 비교하면 나타난다. CsPbI3 에서는 Cs-I간 상호작용이
때문에, Pb-I간 상호작용이 약해져서, Pb진동이 낮은 에너
지로 확장된다.
MAPbI3 나 CsPbI3 둘 다, 그 스펙트럼이 분해된 물질의

(b) Tetragonal (I4/mcm)

Fig. 1. (Color online) (a) The calculated lattice constant of the tetragonal structure of MAPbI3 are 8.821 Å,
9.075 Å, 13.092 Å. Due to the MA-molecule, the values
are orthorhombic-like. These values are in a good agreement with the measured values of 8.84 Å, 8.55 Å 12.58 Å
[38]. The lattice constants of the CsPbI3 with the same
structure are calculated to be 8.864 Å, 8.864 Å, 12.966
Å. For MAPbI3 , the total energy structure-(a) is calculated to be more stable by 0.079 eV/f.u. than that of the
structure-(b).

것에 비해 저에너지 및 고에너지 쪽으로 넓은 에너지 대역
으로 퍼진다. 이 결과 온도에 따른 삼원계 물질의 포논의
엔토로피효과가 이원계에 비해 커진다. 엔트로피는
∂F
∂T
1 ∑

S=−

h̄ω coth(h̄ωq,ν /skB T )
2T q,ν
∑
×
ln[2 sinh(h̄ωq,ν /2kB T )]

=

q,ν

식으로 계산되었다. 이 식은 온도변화에 따라, 열에너지
보다 에너지가 낮은 포논의 기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왔다 [41]. 본 계산은 이 값보다 훨씬 작은 값을 얻었다.

즉 엔트로피는 격자진동에너지가 낮은 물질에서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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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Calculated results of various kinds
of energies; total energy (EDF T + Fph ), and Helmholtz
free energy(F ), entropy energy(-T S), and the internal
thermal energy(E) of the ternary MAPbI3 and CsPbI3
relative to those of the dissociated state, i.e., ∆ϕrE =
ϕ (M AP bI3 ) − [ϕ (M AI) + ϕ (P bI2 )] are shown, depending on temperature. The unit is eV per formula unit.
Fig. 2. (Color online) The densities of the phonon states
of the ternary MAPbI3 or CsPbI3 (by red) and the dissociated binaries(CsI or MAI by blue and PbI3 by the
grey) are shown, depending on the energy, where (1) for
MAPbI3 and (b) for CsPbI3 .

및 엔트로피에너지 (E S = −T S ph )를 계산하여, 각각에 대
해 이원계에 대한 삼원계의 상대적 값 ∆ϕ 을 보여 준다.
그리고 Fig. 3(a), (c) 에서는 상대적 형성에너지 (rF E) 를
계산한 것을 보여 준다. 여기서, Etot = E (DF T )+Fph , 즉

가 크다. 따라서, Fig.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삼원계의
F (= U − T S)는 이원계에 비해 고온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Figure 3은 Helmholtz자유에너지(F ), 내부에너지 U , 엔
토로피에 의한 에너지 (−T S) 를 계산 한 결과는 보여준다.
그림은 각각의 에너지를 계산하여, 삼원계에서 계산한 값과
분해계인 이원계구성물질에서 계산한 값들의 합을 비교하
였다. 즉
∆ϕF E = ϕ (MAPbI3 ) − [ϕ (MAI) + ϕ (PbI2 )] ,
여기서, ϕ 는 Fig. 3(b), (d) 에서는 Fph (= Uph − T S), Uph

자유에너지에 DFT계산으로 구한 전자에너지에 진동에너
지를 더하여 계의 총에너지를 정의하였고, 상대적 형성에너
지(rF E) = Etot (MAPbI3 ) + [Etot (MAI) + Etot (PbI2 )]
를 정의하여 계산하였다.
CsPbI3 는 음의 진동수를 가지는 포논이 있는 것처럼 계
산된다. 이것은 Cs원자 의 변위에 대한 포텐셜이 비선형성
을 많이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Harmonic 근
사를 사용한 계산의 오류이다. 열역학에너지 계산시, 음의
에너지를 양의에너지로 바꾸어 계산하였다. 이것이 비선형
계산을 하지 않는 한 1차적 근사적 해법이다. 이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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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약간의 오차를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부분의 상
태밀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열역학적에너지에 대한 기여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음의 진동상태를 제거하고
계산하여도 계산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산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삼원
계의 안정성이 높아 진다는 것이다. 즉 0K 에서 DFT+0점
에너지를 더한 것을 고려하여, 상대적 형성에너지는 0.005
eV/f.u. 으로 매우 작았다. 그러나, 300 K에서는 이 에너지
가 – 0.032 eV/f.u. 으로 큰 값으로 증가한다. 삼원계물질
상태가 상당히 안정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열적
요동을 고려한 엔트로피효과는 MAPbI3 를 완전히 안정시
키는데 부족하다. 300 K 에서, 분해상태에 비해 MAPbI3
의 에너지가 0.03 eV/f.u. 정도에너지가 낮다. 이것은 열
에너지를 고려할 때, 이원계로 분해에 대한 불안정성을 말
해준다. 계산 결과를 보면, CsPbI3 는 MAPbI3 에 비해 상
당히 안정한 물질이고, MAPbI3 와 비슷한 전기적 광학적
성질을 가지기에, 좋은 태양전지소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MAPbI3 의 작은 분해에너지에 대한 본 계산 결과는 이
전에 보고된 관측결과와 조화된다. 관측결과에 따르면,
MAPbI3 는 시료 제작 후 오랜 시간 열처리에도 불구하고,
PbI2 의 잔여물이 물질내 남아 있음을 관측하였는데 [19],
이것은 본 계산 결과와 같이, 분해과정이 분해에너지가 매우
작기 때문에 MAPbI3 가 열처리 과정에서 분해되어 PbI2
잔여물이 생성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본 계산
결과는 본 물질이 분해에 대해 상당히 불안정한 물질임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고온에서 삼원계물질이 분해과정에 대해 조금씩 안정해
지는 이유는 분해계 PbI2 가 층상구조의 2차원 물질이기
때문이다. 진동모드가 2차원에 국소되기 때문에, 포논진동
의 에너지상태밀도가 작아진다. 따라서, 온도 증가에 따른
엔트로피 증가가 3차원구조체에 비해 작아진다. PbI2 는
2차원구조가 안정하나, 준안정상태로 3차원 원자구조의
물질을 가질 수 있다. Figure 4는 PbI2 의 열적 요동 진동
에너지를 3차원구조 물질과 2차원 구조 물질의 에너지와
비교하여, 상대적 에너지 값을 계산한 것을 보여 준다. 3
차원 원자구조체가 2차원 구조 물질보다 고온에서 엔트로
피효과에 의한 에너지 감소가 큰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온도증가에 따른 엔트로피에 의한 2차원 PbI2 의 에너지
감소(-T S)가 작으므로, 삼원계의 에너지가 크게 낮아져서,
삼원계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 결과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삼원계 물질 MAPbI3 또는 CsPbI3 가 이원
계 물질로 분해된 상태에 비해 상대적 안정성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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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The relative thermodynamic energies of the 3-dimensional PbI2 structure to the 2dimensional structure are shown. The atomic structures
are also shown, where the black balls describe Pb atoms
and the red ones are for I atoms. As the temperature
becomes higher up to around 500 K, the entropy energy
(-T S) of 3-dim structure is significantly reduced, compared to that of 2-D one. This indicates that the 2D
structure becomes less stable at higher temperature.
하지만, 삼원계 물질의 분해에 대한 확실한 안정성을 부
여하지는 않는다. 분해 과정에 대한 자유에너지+DFT 를
비교하면, MAPbI3 의 경우 단지 0.03 eV/f.u. 만큼만 에너
지가 안정해 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열에너지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 CsPbI3 는 상대적으로 보다 안정하다.
삼원계의 불안정성의 원인을 논의해 보다. i) 삼원계나
이원계PbI2 모두 PbI6 octahedr를 가지므로 octahedra의
안정성이 원인은 아니다. ii) CsPbI3 와 MAPbI3 간 형성에
너지차이가 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불안정성의 원인은 아마도 I 의 성질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I주변에 양이온 갯수가 삼원계에서는 2개이나, 이원계에서
는 3개 (PbI2 ) 또는 6개 (MAI) 이다. 즉 Coulomb 인력이
이원계에서 강하니, 아마 이것이 삼원계의 분해에 대한 불
안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듯 하다. iii) toleranc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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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APbI3 와 CsPbI3 가 0.824, 0.771 이니 [33], 이러한 작
은 t가 즉 작은 A-자리 이온의 크기에 의한 역학적에너지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불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여진다.

IV. 결 론
DFT제일원리 총에너지 계산을 통해, 고체상태의 PbI2
와 MAI이온간 반응은 큰 발열에너지로 반응한다. 하지만,
형성된 고체상태에서 MAPbI3 는 PbI2 와 고체상태 MAI
로 분해에 대한 안정성은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분해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기저상태계산에서 0.012
eV/f.u.로 매우 작았다. 안정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를
위해 phonon 계산을 통해, 열역학적자유에너지를 계산하였
다. 분해계인 PbI2 가 2차원 원자구조를 가지기에, 온도가
높아질 때, 엔트로피효과가 3차원 구조체에 비해 작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MAPbI3 는 분해과정에 대해 보다
안정되게 됨을 알았다. 분해를 위한 필요한 에너지는 0.032
eV/f.u.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열역학적자유에너
지를 고려하더라도, MAPbI3 의 분해과정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물질의 근원적 불안정성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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