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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써의 친

환경 태양전지의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실리콘을 이용

한 태양전지는 1954년 Bell 연구소에서의 실리콘 박막을 활용한 광전변환 효율

(Incident Photon to Current Efficiency: IPCE) 4% 정도의 태양전지가 개발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여 왔으며, 독일과 일본에서 급속한 상업화가 이루어졌다. 

세계 태양광 발전 시설은 과거 10년간 매년 3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

며, 이 성장률의 대부분은 각 나라들의 열의에 의해 나타났는데 특히 일본과 독

일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우리나라도 국내 최대의 태양전지 생산업체인 KPE 외

에 삼성 SDI, LS 산전, LG 실트론, 네오쎄미테크, 동양실리콘, KCC, 웅진에너

지, 심포니에너지, 해성쏠라,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등이 올해 말 가동을 목표

로 대용량 태양전지 셀 라인을 구축중이다.    

위와 같이 현재까지 개발된 여러 종류의 태양전지 중 실리콘을 이용하는 태양

전지는 20%까지 도달하는 효율과 제조공정의 확보 등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제조에 대형의 고가장비가 사용되고, 원료의 가격의 한계 때문에 발전단

가가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실리콘을 이용하는 태양전지를 대

신하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

에 따라 최근 저가로 제조할 수 있으며 효율도 높아 상업화의 가능성이 큰 새로

운 태양전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계에 도달한 실리콘을 이용한 태양전지를 대신할 차세대 

태양전지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의 기술수준을 정리하고, 향

후 기술개발과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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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는 크게 빛에너지와 열에너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태양의 빛에

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태양전지이다. 태양전지는 반도체에 

빛을 쏘이면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태양빛 에너지는 무공해이고 

고갈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태양전지 전원은 매우 훌륭한 에너지원이다. 초기에

는 전기를 만들어 내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서 우주선, 인공위성등과 같은 특수한 

용도를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현재는 태양전지를 집의 벽이나 

지붕으로 쓰거나, 가로등, 일상생활 용품인 손목시계, 소형 계산기 등의 전원으

로도 쓰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태양 전지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로빈스가 

제창한 '소프트 에너지 패스‘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즉, 최종 이용목적에 적합

한 에너지를 그 이용 지점에서 이용 기종에 맞추어 자연계로부터 얻어내서, 이용 

효율의 향상을 꾀하고 영속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1. 태양전지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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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전지의 원리

태양전지(Solar cell)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반도체 소자

로서 p형의 반도체와 n형의 반도체의 접합형태를 가지며 그 기본구조는 다이오드

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에 빛이 입사하면 흡수되어 빛과 반도체를 구성

하고 있는 물질과의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전하와 (+)전하를 띤 전자

와 정공(전자가 빠져나간 것)이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거나 전기 그 자체가 발생하

기도 한다. 이것을 반도체의 광전 효과라고 한다.  반도체에는 (-)전하를 띤 전자

를 끌어당기는 n형 반도체와 (+)전하를 띠는 정공을 끌어당기는 p형 반도체의 두 

종류가 있는데, 태양전지는 위 그림과 같이 이 두 가지를 접합한 것이다. 일반적

으로 반도체에서 발생한 (-)전하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전하는 p형 반도체 쪽

으로 끌어당겨져 각각 양쪽의 전극부에 모인다. 마치 건전지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양쪽의 전극을 전선으로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므로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 전하와 (-) 전하는 결국 같은 수가 된다. 그러므로 빛이 있는 한 발

전은 멈추지 않는다. 즉 빛을 받으면 pn 접합을 가진 반도체 속에서 빛과 물질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 (+) 전하와 (-) 전하가 발생하고, 그 전하를  밖으로 방출함

으로써 전기가 흐르고 그 에너지로 모터를 회전시키거나 전등을 켤 수 있다. 따

라서 태양 전지는 태양의 빛뿐만 아니라 형광등의 빛도 전기로 바꿀 수 있다.

[그림 1] 태양전지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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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전지의 종류

태양전지의 분류는 크게 반도체 소재에 따른 분류와 이용분야 또는 태양전지 

구조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가. 재료에 따른 분류

1980년대 이후 태양전지 제조에 가장 먼저 사용된 반도체 재료가 단결정실리

콘이다. 현재 태양전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후 많이 떨어지긴 하였지만 

현재로서도 시장, 특히 대규모 발전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는 단결정실리콘으로 만든 태양전지의 효율이 기타 재료로 만든 태양전지에 

비해 변환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격은 아직 높은데, 그 해결방안으로 

보다 저급의 실리콘을 이용하는 방법, 대량생산 및 공정 개선에 의한 방법 등이 

시도 또는 계획되고 있다. 다결정실리콘 태양전지는 원재료로 저급의 실리콘 웨

이퍼를 사용하는데, 따라서 효율은 단결정실리콘에 비해 낮은 반면 가격은 싸다. 

그리고 이용분야도 주택용 시스템 등이 주 대상이다. 단결정 및 다결정실리콘은 

bulk 상태의 원재료로부터 태양전지를 만들기 때문에 원재료비가 비싸고, 공정 

자체가 복잡하여 가격의 절감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기판의 두께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기술, 또는 유

리와 같이 값싼 기판위에 박막형태의 태양전지를 증착시키는 기술이 주목을 받

고 있다. 기존의 박막 제조공정을 이용할 경우 보다 값싼 방법으로 태양전지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막 태양전지 중 가장 처음으로 개발된 것이 비정질실리콘으로 기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약 1/100에 해당하는 두께만으로도 태양전지의 제조가 가능

하다. 하지만 결정질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효율이 낮고, 특히 초기 빛에 노출

될 경우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대규모 발전용으로는 사용

되지 못하고, 시계, 라디오, 완구 등 소규모 가전제품의 전원용으로 주로 사용되

고 있었는데, 최근 효율의 향상과 함께 초기 열화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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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 구조의 비정질실리콘 태양전지의 개발과 함께 일부 전력용으로 이용이 되

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출현한 박막 태양전지가 CdTe, CuInSe2 계의 화합물 반도체를 소재로 한 

것이다. 비정질실리콘에 비해 효율이 높고, 또한 초기 열화현상이 없는 등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태양전지로 현재 CdTe는 대규모 전력용으로 사용을 위한 실증시험 

중에 있다. CuInSe2는 실험실적으로 만든 박막 태양전지 중에서 가장 높은 변환효

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일럿 생산단계로 대량생산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박막 태양전지는 전력용으로 사용되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더 많

은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결정 박막 실리콘은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부존량이 풍부한 실리콘을 원재료로 하고 있고, 또한 박막 태

양전지 제조공정을 이용하여 대량생산을 통해 가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일본의 Kaneka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 가격 

측면에서 기존 결정질실리콘 태양전지와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GaAs, InP 등의 단결정으로부터 만든 화합물 태양전지는 결정질실리콘 태양

전지 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데,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점

이다. 따라서 그 용도도 지상 발전용보다는 우주선 등의 전원공급용에 국한되어 

있는데, 가격도 지상용 태양전지의 수백 배에 이른다. 가격을 절감하여 지상용으

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값싼 기판위에 박막으로 제조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실

용화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얇고 가벼운 플라스틱 태양전지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유기분자형 태양전지 역시 최근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고 효율 

2∼3% 정도로 매우 낮다. 90년대 초반부터는 100% 무기 반도체 대신 유무기 혼

합 또는 순수 유기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1991년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의 

Gratzel 그룹에서 개발한 염료를 소재로 광합성원리를 이용한 염료감응 광전기

화학 태양전지는 제조단가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현저히 낮다.

(1) 실리콘계 태양전지 (Silicon solar cell)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 : 실리콘 태양전지는 

크게 단결정(Single crystal) 형태와 다결정 (Polycrystalline) 형태의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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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며 기본적으로 p-n 동종접합 (homojunction)으로서 태양전지에 사용된

다. 단결정은 순도가 높고 결 정결함 밀도가 낮은 고품위의 재료로서 당연히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나 고가이고, 다결정 재료는 상대적으로 저급한 

재료를 저렴한 공정으로 처리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정도의 효율의 전지를 낮

은 비용으로 생산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 단결정 실리콘을 사용한 전지는 

집광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기록이 약 24%정도이며 집광장치를 사용

한 전 지는 28%이상의 효율이 발표되었다. 다결정 실리콘 전지는 약 18%효

율 이 발표되었는데, 효율의 도달 한계치는 단결정이 35%, 다결정이 19% 정

도인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 amorphous silicon solar cell ) :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a-Si) 는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박막 형태의 태양전지이다. 

그러나 이 태양전지는 아직은 1980년대부터 예 상되어왔던 만큼의 효율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빛을 받을 때 a-Si이 상당히 Intrinsic degradation 

되기 때문이다. 빛을 쪼여줄 때 발생하는 Intrinsic degradation은 약 20%정

도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재료의 가공기술과 디바이스 디자인을 얼마나 

발전시키는가가 a-Si의 효율을 안정화 시키는 관건이 된다. 다중접합 (multi- 

junction)을 이용하는 디바이스(복합셀 내에서 더욱더 얇은 흡수층을 가능케 

한다)와 빛을 잡아두는 방식은 안정된 효율의 태양전지를 제작하게 할 수 있

다. 현재 이런 방법으로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은 약 12%이상 그리

고 모듈(module, 1평방 피트) 로서는 10% 이상의 고효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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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 compound semiconductor solar cell )

    III-V족 화합물계 : GaAs, InP, GaAlAs, GaInAs 등

    II-VI족 화합물계 : CuInSe2, CdS, CdTe, ZnS등 

[그림 3]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3) 적층형 (tandem) 태양전지 

    화합물/VI 족 계열 : GaAs/Ge, GaAlAs/Si, InP/Si 등

 

○ 이용목적 및 구조에 따른 분류

  ① 지상용 태양전지

     결정형 : 단결정,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GaAs/Si 등

     박막형 : 비정질 실리콘, CdS, CdTe, CuInSe2 등

     집광형 : GaAs 계열, 적층형 등 

  ② 위성용 태양전지 

     IV 족 : 단결정 실리콘, Ge (저온용)

     GaAs 계열 : GaAs, InP 등

     적층형(Tandem) : GaAs/Ge, GaInP/GaAs, GaAlAs/GaAs,

              

       [그림 4]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그림 5]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11

4. 태양전지의 응용분야

가 태양광 발전

전력용으로 각종 규모의 실험 플랜트가 전 세계에서 각국의 건설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최우선 목표는 전력망과 연계한 태양광 발

전소의 건설이다. 현재 가동중인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는 아르코솔라사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건설한 7.2㎿ 규모의 발전소이다. 태양전지의 모듈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실용화할 수 있는가 란 문제는 사용 장소에서의 평균 

일조시간, 기존 발전기술의 발전원가, 태양전지의 에너지 회수시간 등과 맞물려 

각종의 케이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구체적인 시산 결과에 의하면 

대규모 집중발전에서 BOS(Balance of system)의 점유율을 50%로 가정해도 모

듈원가가 W당 2800원이 되어 향후 10년 정도 상용전력으로도 채산성이 맞을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태양광 건물

미국은 정부의 주도로 ｢100만호 주택태양광 시스템｣과 같은 대규모 태양광발

전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다. 산업체 또한 새로운 공장과 생산량을 꾸

준히 늘려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보급단계를 맞고 

있다. 일본 통산성은 이 시스템의 시장규모를 2000년에는 약 1조2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6] 태양광 건물 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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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정에서 쓰고 있는 평균적인 전기사용량을 고려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대략 3000kWh의 전기가 필요하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3㎾급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전기의 대부분을 자가발전을 할 수가 있고 우기나 야간 등 태양광이 

없을 때에는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사고, 반대로 쓰고 남은 태양광발전의 전기

는 전력회사에 파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태양전지 모듈(태양광에너지를 전전기로 바꾸는 패널) 접속상자(태양전지 모듈

로 얻은 전기를 모으는 장치) 인버터 (자가발전한 직류의 전기를 가정용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로 구성돼 분전반에서 각 전기 제품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어 있

다. 이외에 태양광 발전과 전력회사 전기의 교류측 개폐기, 파는 전기와 사는 전

기의 양을 나타내는 전력량계가 세트로 되어 있다. 현재 일본은 정부 주도로 개

인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설치비용을 30% 무상지원해 주고 있으며 ｢선샤인 

프로젝트｣라는 국가차원의 대규모 태양에너지 개발계획을 진행중이다. 

    

[그림 7] 태양광 건물 예2

    

[그림 8] 태양광 건물 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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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양광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의 동작은 태양빛을 전기로 변형시키고 이것을 충전시켜 움직인

다. 태양전지는 차량 위에 올려지며 태양열 전지에서 변형된 전기에너지는 자동

차의 모터나 축전지로 이동한다. 일반적으로 태양전지 자동차를 가동시키는데는 

700-1500 watts의 전기에너지가 필요하다.그러나실제로 태양전지에서 생산해 

내는 전력은 큰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기에는 부족한 전력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양의 태양전지판이 자동차위에 올려지게 된다. 즉, 차체가 커지고 속도의 한계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고성능의 태양전지가 발달되고 가볍지만 단단한 신소재 등이 개

발된다면 사용한도에 전혀 제한이 없으면서 깨끗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자동

차가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태양광 자동차

라. 태양전지 인공위성

태양전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은 우주기술 분야이다. 인공위성은 거

의 태양전지에 의해 작동된다. 그러다보니 인공위성의 수명은 ‘태양전지를 얼마

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느냐’로 정해진다. 또 태양전지는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원자력발전기에 비해 우주를 오염시키지 않는 무공해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사고

가 나더라도 원자력발전기보다 덜 위험하다.

그러나 태양전지에도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늘 태양쪽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 목성이나 토성처럼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를 탐사할 때

는 소용이 없다. 태양빛이 약해 태양전지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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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에는 이런 것들이 큰 걱정은 아니다. 

    

[그림 10]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인공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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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개발 현황 ●

국내 개발업체 동향 ●

국외 연구개발 현황 ●

국외 개발업체 동향 ●

제2장상용화되고 있는 태양전지의 
국내외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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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PV: Photovoltaics 또는 Solar cell)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장치로 photo는 빛을, volt는 전기연구의 개척자인 Alessandro Volta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1870년에 Heinrich Hertz에 의하여 셀레늄 같은 고체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어 처음에 2%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었다. 그 후 높은 순도를 갖는 

결정실리콘이 Czochraski 결정성장법에 의하여 개발됨에 따라, 1950년대 초기에 

상용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1954년 Bell 연구소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4% 

효율의 실리콘 태양전지가 개발되었다. 현재에 이르러 효율 20% 정도까지 발전되

었으며, 실리콘 태양전지는 결정 상태에 따라 단결정실리콘, 다결정실리콘, 비정

질실리콘의 3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리콘 태양전지는 제조에 대형의 고가장

비가 사용되고, 원료의 가격의 한계 때문에 발전단가가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세계 태양광발전 산업시장은 일본, 독일, 미국의 순서로 하여, 이 3개국이 압

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정책 및 연구개발의 뒷받침으로 기술

발전은 물론 보급도 활발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 New Sunshine 

Project의 평가를 기본으로 신에너지개발기구(NEDO), 경제산업성(METI), 태양광

연구회(JPEA) 등이 공동으로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설치가격 및 전력가격을 예측하여 2010년 5GW, 2020년 약 30GW, 2030년 

약 80GW 이상의 누적 태양전지 용량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

은 DOE 주도하에 NREL과 Sandia National Laboratory가 태양광산업에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2010년까지 약 3000MW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전력부하의 10%를 태양광으로 감당할 계획이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공동체(EU)는 

2010년까지 유럽전체 전력의 22%를 대체에너지가 감당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으

며, 2020년까지 약 15GW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의 대체에너지의 감당비율 목표를 5%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 1.2GW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용화되고 있는 태양전지의 
국내외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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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연구개발 현황

○ 실리콘을 이용하는 태양전지 기술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대체에너지 기

술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2012년까지 단계적인 발전계획에 의거, 태양

광 발전 설비를 1,300MW까지 보급할 계획이고 효율도 12%에서 18%로 상

향조정하는 등 태양광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

○ CdTe 박막 태양전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screen printing 기법으로 CdTe

를 합성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효율 12%를 상회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재료의 

물성탐구 및 효율향상을 위한 공정연구에만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CIGS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KAIST, 서울대와 공동

으로 3단계 동시증발법으로 효율 15.4%를 달성한 바가 있고, 동시스퍼터링

에 의한 Cu-In-Ga 합금제조 및 셀렌화에 의한 CIGS 광흡수층 제조에 대

한 공정연구가 추진된 적이 있으나 주로 기초연구가 수행중이다. 

○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는 서울대, 광주과기원, 서강대 등을 중심으로 연

구가 진행중이며, 그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되어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시작

되고 있다. 특히 광주과기원 이광희 교수팀이 세계 최고권위의 국제 과학학

술지인 ‘사이언스’ 최근호에 태양의 가시광은 물론 적외선까지 이용할 수 있

는 세계 최고 효율인 6.5%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에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한국 화학연구

소, 고려대 등에서 TiO2 나노다공질막의 제조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기초

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자통신연구소가 단위 셀의 제조에 성공하고 전

기연구소, 부산대가 CNT를 활용한 단위 셀 제조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나, 

상용화를 위한 대면적 모듈의 개발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신형 태양광 발전 기술은 기존의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한계를 극복하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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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지의 경제성을 확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태양전지의 대량보급을 가능

하게 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기술이 널리 보급된 상황이 아니므로, 정부

의 적극적 개발투자 및 기업 차원의 적극적 연구 및 투자가 시급하다.

○ 위의 4가지 차세대 태양전지 중에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대면적 그리드형 DSSC가 제작

되고 있으며 그 효율도 8%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만간에 상업화된 제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다행히 GS 칼텍스, SK 등에서 상업화를 위한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조만간에 대기업 차원의 연구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

으나,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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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개발업체 동향

가. KPE(주)

국내 최대의 태양전지 생산업체로 태양전지 및 모듈, 응용과 플랜트 설비까지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제작을 하고 있다. 효율 14% 이상의 모듈을 제

작하고 있다. KPE는 태양전지 셀 생산능력을 내년 하반기까지 3배로 확대한다

고 7월 15일 밝혔다. KPE는 현재 36㎿p급의 태양전지 셀 생산능력을 보유중이

며 내년 상반기까지 총 100㎿p급으로 증설하고 하반기부터 추가 증설분을 가동

할 계획이다. 이화림 경영지원팀장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30∼40%의 태양전지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맞춰 증설을 결정했다”며 “곧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

라고 밝혔다. KPE는 국내 유일의 태양전지 셀 양산 기업으로 생산량의 80%를 

해외에 수출한다. 

나, 삼성 SDI

2005년 10월 에너지변환 효율이 높은 실리콘 태양전지를 세계 두 번째로 개발. 

1993년부터 45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이 전지는 효율 20.1%의 대면적 실

리콘 태양전지로 휴대폰과 개인정보단말기, IMT-2000 등 이동통신 기기부터 주

택발전과 통신위성, 전기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 이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태양광 에너지시장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했으며 2010년 약 5천억원의 석유에너지 대체효과가 기대된다고 보도되었다. 

다. 현대중공업

2005년 태양광 발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2006년 스페인에서 5000만달러 

상당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수주하는 등 발전 시스템 분야에 대한 생산 및 연구

가 진행 중이다. KCC의 태양광전지용 재료산업 투자에 500억 규모의 출자를 모

색했던 현대중공업은 KCC로부터 실리콘 기판을 제공받아 셀을 생산하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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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을 마련. 현재 10MW급의 모듈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

계자는 “울산 공장의 모듈(태양광 발전판) 생산규모를 2007년 1월까지 5만장

(10MW급)에서 15만장(30MW급)으로 확장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태양광 발전 

부문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지만,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0MW

는 1년에 1만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현대중공업은 내달 유럽지역

에 5만장의 태양광 발전 모듈을 5000만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4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해 2005년 8월부터 모

듈 생산을 본격화했으며, 지금까지 주로 중소기업들이 태양광 발전 모듈을 만들

어왔다. 현대중공업은 아울러 태양광 핵심부품인 태양전지 사업의 진출도 검토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는 2008년 일본의 샤프와 교세라 등 세계적인 태양광 

발전업체의 기술수준까지 키운다는 방침이다. 

라. LS 산전

태양전지 모듈과 발전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생산이 

진행 중이다. LS산전 고위관계자는 5월 29일 “최근 유가상승으로 친환경 에너지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을 이

용한 분산전원이 가장 주목을 끌고 있다”면서,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일반 가정집 지붕 위에 설치되는 루프-마운트

(Roof-Mount)형 전력변환장치(PCU)를 오는 6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제품은 

내수뿐 아니라 해외수출을 목표로 국제규격도(UL, CE)취득할 계획이다. LS산전

은 이 제품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10만호 태양광 주택시범 사업에 적극 참여

한다는 방침이다.

마. LG 실트론

실리콘 기판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2004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48억원

(정부지원 24억원)을 투자, 단결정 실리콘 잉곳 성장장치와 잉곳 양산화 기술, 



21

저가 고품질 단결정 기판, 실리콘 웨이퍼에서 실리콘폐기물 재활용기술 등 실리

콘 기판 상용화 기술을 개발 중이다. 2006년 10월 LG실트론 공장이 준공해 소

재부터 모듈까지 30∼40㎿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바. 네오세미테크

GaAs 웨이퍼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이를 이용한 실리콘 태양전지 생산 및 

연구가 진행 중이고 대만으로 수출한 실적도 있으며, 대만 기업과 올해부터 10년

간 연 80㎿급의 태양전지 웨이퍼를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 오는 10월부터 태양전

지 웨이퍼를 양산한다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가 양산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는 

6인치· 8인치 단결정 실리콘으로 국내에서 태양전지 웨이퍼 및 셀을 대량으로 

제조하기는 처음이며 생산량에서도 최대 규모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태

양전지 웨이퍼 및 셀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네오세미콘은 지난해 11월부터 인

천 남동공단에 총 300억원을 투입, 연간 총 120㎿급 태양전지 웨이퍼 생산 설비

를 구축해왔다. 네오세미테크는 이번 계약과 관련, 최근 태양전지 수요가 급증해 

실리콘 원재료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대만 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대신 이를 웨이퍼로 가공해 납품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오명환 사장은 “아직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이 기업외에 대만의 또다른 2개 기업, 일본의 1개 기업, 

미국 2개 기업, 유럽 2개 기업과도 공급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협상이 성사될 

경우 영종도에 800㎿급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전지 웨이퍼 제조공장을 추가로 

짓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이번 계약으로 올해 태양전지 

웨이퍼 매출이 600억원, 내년에는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오

세미테크는 적색이나 노란색 발광다이오드(LED)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갈륨비

소(GaAs) 웨이퍼를 전문으로 개발, 제조해왔다.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태양전지

는 실리콘 원료를 가공해 만든 웨이퍼로 셀로 만든 후에 이를 조합하여 만든다. 

사. 동양 실리콘

과기부 지원과제로 Fumed Silica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현재 상업생산을 위한 



22

공장을 건설 중이다. 나노실리카의 경우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CMP Slurry), 광

섬유, 태양전지, 실리콘 실란트, 실리콘 고무, 페인트, 불포화수지(UPR), 단열재 

등에 Filler 및 Additive로 사용되는 기능성 제품으로 국내 반도체와 태양광전지

용 재료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수요가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 KCC

지난 해 3000억원을 투자, 태양광전지용 재료산업 진출을 검토했던 KCC(금강

고려화학)도 정책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산자부의 긍정적 답변에 따라 오는 2008

년 이후부터 25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을 생산, 200MW급 실리콘 기판 생산시

설을 갖추기로 하였다. 이러한 생산규모는 단일규모로는 세계 8위 수준이다. 

KCC가 향후 10년간 약 1조원 이상을 실리콘 부문에 투자할 경우, 세계 4대 실

리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KCC는 실리콘 사업 부문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종합 건축산업자재 생산기업에서 최첨단 종합정밀화학 기업으로 거듭

나기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KCC는 우선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지방산

업단지에 연간 6만여톤 규모의 실리콘 공장을 짓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생

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2012년까지 실리콘 생산규모를 연산 20여만톤으로 

늘려 세계 4대 실리콘 기업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KCC는 이미 지난 2004년 국

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전라북도 전주 공장에서 실리콘 원료인 모노머 

생산 공장을 독자기술로 준공하고 연간 3만여톤의 실리콘을 생산해왔다. KCC의 

실리콘 생산 성공으로 국내에서는 연간 25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전까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

이 실리콘 생산 기술을 독점, 전량 수입에만 의존해왔다. 실리콘은 고유가 시대

에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첨단 소재로 '돌

에서 뽑아낸 석유'로 불리운다. 실리콘은 우주항공, 군수산업, 자동차, 정밀화학, 

건축, 전기전자, 식품가공, 기계공업, 의료제약분야, 화장품, 가정용품, 종이필름

산업, 태양전지, 반도체 등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해 모든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다. 최근 석유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어 활용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국내 실리콘 시장규모는 지난해 4500억원 규모였지만, 2010년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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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여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KCC는 생산시설을 확충, 국내는 물론 동남

아, 중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 유기실리콘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반도체 및 태양전지 분야 등 핵심 소재 투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KCC 

관계자는 “실리콘은 내열성과 내한성, 발수성(물을 튀기는 성질), 비접착성(이형

성), 기체투과성 등이 매우 우수하며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소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3000여가지 제품에 실리콘 제

품을 활용하는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KCC 관계자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0년쯤에는 연간 6억달러(6000억원) 가량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

론 수출 효자제품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 웅진에너지

웅진코웨이가 세계 최고 효율의 태양전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선

파워(SunPower)사와 잉곳(ingot: 원추형의 실리콘 덩어리로, 태양전지(cell)를 

만들기 위한 소재) 생산 합작회사인 웅진에너지(가칭)를 설립해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다. 웅진코웨이 64억원, 선파워 16억원등 총 80억원의 자본금을 투입하며 

이후 웅진에너지는 웅진코웨이 계열사로 편입된다. 합작 법인 설립으로 웅진에너

지는 선파워로부터 잉곳 제조 기술과 모듈 조립 기술을 이전받고 선파워는 웅진

에너지로부터 안정적인 잉곳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웅진에너지는 잉곳 

생산 기계를 초기 60대에서 300대까지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07년 하

반기부터 잉곳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선파워와는 향후 5년간 약 2500억원 상

당의 잉곳 공급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웅진코웨이 전략기획부문 김동현 상무는 

“원유 가격의 상승과 국내 에너지 수입량의 증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태양광사업은 미래 전략산업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며 “웅

진코웨이는 태양광 사업을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잉곳 생산과 더불어 향후 모듈 제조 및 판매로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관련회사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웅진코웨이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점차 환경관련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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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국외 및 국내 동향을 살펴볼 때, 실리콘을 이용하는 태양전지를 

대신하여 태양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차세대 태양전지로써 

가장 많이 연구·개발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상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CdTe 

박막 태양전지, CIGS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 그리

고 염료감응형(DSSC) 태양전지의 순서로 국내외 동향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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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연구개발 현황

○ CdTe 박막 태양전지는 미국의 First Solar Inc., 영국의 BP solar, 일본의 

Matsushita Batteries 등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수백 

kW 파이롯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CIGS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는 미국

의 NREL, 유럽의 EUROCIS 팀이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19.2%의 최고효

율을 달성하고 있다.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는 영국의 Cambridge 대학, 

미국의 Princeton 대학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tandem 셀의 경우 효율 

약 5%를 얻고 있다. 염료감응형(DSSC) 태양전지는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소

의 Grätzel Lab.(LPI)이 1991년 기본 기술을 개발하여 주요 특허를 선점

하고 있고, 단위 셀의 효율 및 제조에 관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일본은 2005년 기준으로 292M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년 대비 27% 

성장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점사업으로 육성 중에 있다. 

○ 미국은 NREL(Colorado, USA)를 중심으로 태양전지 효율측정 공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146M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해 전세계 설비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 독일은 2005년 태양광 발전 설비 837MW를 달성해 전년대비 53%의 수직

적 성장을 함은 물론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의 57%를 점유해 2004년 

이후 태양광 발전 분야의 선두로 떠오르고 있다. 

○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은 2004년 이후 67%, 45%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수직적 상승 중에 있음. CLSA에서는 2010년 시장 전망을 6GWp에서 

10GWp로 상향 조정하는 등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적인 투자 및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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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개발업체 동향

가. Sharp(일본)

Sharp사는 1959년부터 태양전지를 개발해 왔으며 1963년에 대량생산에 성공

하였다. Sharp사는 오늘날 여러 가지 방면의 기술을 획득하였고 이것은 실리콘

(single-crystal, polycrystalline and thin-film) 재료와 화합물에 대한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Sharp사는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에 의해 지정된 유일한 태양전지 업체이다. 2005년 현재, 약 150개의 인

공위성이 Sharp사에 의해 태양전지가 설치되었다. Sharp사에 의해 새워진 등대. 

2005년 4월 현재 약1,750개의 등대에 태양전지가 설치 되어있다. 현재 Sharp사

의 single-crystal 모듈은 세계 최고의 변환 효율인 17.4%를 보이고 있으며 그 

퍼센트를 올려나가고 있는 중이다. 

<주요 개발품>

◦2000년 : 효율 16.0% polycrystalline 태양전지개발. 28.9m2의 면적에 

4.08kW 용량의 시스템 설치.

◦2001년 : 지붕형 태양전지 개발. 주거지에 태양 전지 설치.

◦2006년 : 94.5%의 효율의 전력 변환 회로 시스템 개발.(3kW 출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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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Q-Cell(독일)

Q-Cell사는 1999년말 설립하여 2001년부터 실리콘 태양전지를 생산하기 시작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2번째 태양전지 제조 업체가 되었다.  2002년

에 Q-Cell사는 edge length of 6 inches (150 x 150 mm)인 크기의 높은 효율

을 가진 태양전지를 상용화한 첫 번째 회사가 되었다.

<주요 개발품>

◦Q6L : 크기 156×156mm이며 효율이 14.1%인 multicrystalline 셀.

◦Q6LM : 크기 156×156mm이며 효율이 16%인 monocrystalline 셀.

◦Q8TT3 : 크기 210×210mm이며 효율이 14%인 multicrystalline 셀.

다. Kyocera(일본)

Kyocera사는 최근 2011년까지 500MW정도로 태양전지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

라고 한다. Kyocera사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1975년부터 태양 전지 분야 사업을 시작한 이후, Kyocera 사는 약 760MW에 

맞먹는 태양전지를 생산해 왔으며 2011년 목표하던 것을 성취한 이후는 누적 태

양전지의 전력이 약 2.16GW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양은 연간 28만kl의 기

름을 절약할 수 있는 양이며 이산화탄소의 양을 연간 317만톤을 줄일 수가 있는 

양이다. 

<주요 개발품>

◦공공 및 산업용

◦주거용 : 3.16kW급 ~ 5.22kW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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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Site
Expansion Plan 

(Annual Production 
Output) 

Measures 

Solar cell 
production 

Yohkaichi Plant, 
Shiga, Japan 

(Current)
180MW

(the end of 
March 2011)

500MW 

* New facilities will be installed each year to 
increase production in stages.
* Total investment will be about 20 billion 

yen. 

Solar
module 
assembly 

(Japanese market)
Ise Plant, 
Mie, Japan 

(Current)
100MW

(the end of 
March 2011)

110MW 

* A new factory building will be built by the 
end of March, 2008
* Production facilities will be installed by the 

end of March, 2008
* Production facilities will be expanded by the 
end of March 2009
* Total investment will be about 1 billion yen. 

(European market)
Kyocera Solar 
Europe s.r.o., 
Kadan Plant,

Czech Republic 

(Current)
25MW

(the end of 
March 2011)

150MW 

* A new single-story building will be built by 
the end of March, 2010 on the adjacent lot.
* The scale of the plant will be doubled.
* Manufacturing facilities will be installed each 
year in stages.
* Total investment will be about 4 billion yen.

(American market)
Kyocera Mexicana, 

S.A. de C.V. 
Tijuana Plant, 

Mexico

(Current)
25MW

(the end of 
March 2011)

150MW 

* A new two-story building will be built by 
the end of March, 2008 on the adjacent lot.

* The scale of the plant will be expanded 
tenfold of the current scale.

* Manufacturing facilities will be introduced 
each year in stages.

* Total investment will be about 4 billion yen. 

(Chinese market)
Kyocera (Tianjin) 
Solar Energy 
Co., Ltd., 

Tianjin Plant, China 

(Current)
30MW

(the end of 
March 2011)

90MW 

* Manufacturing facilities to double current 
production will be introduced by the end of 
March, 2008
* A new building will be built by the end of 

March, 2010 and the scale of the plant will 
be 1.5 more than current one. 
* Total investment will be about 1 billion yen. 

라. Sanyo(일본)

1975년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에 착수한 이후 1980년부터 상업화를 위한 생산

을 시작하였다. 1992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그리드를 넣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가정에 설치하는데 성공하였다. 2003년에 들어서 효율이 17%인 200W급 모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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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Sanyo사는 HIT(Heterojunction with Intrinsic 

Thin-layer) hybrid 태양전지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실리콘 태양전지와 반도체

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HIT 태양전지는 단위 셀당 효율은 최소 18.4%에서 최대 19.7%이며 모듈

은 최소 15.8%에서 최대 17.2%의 효율을 보이고 있다.

마. Mitsubishi(일본)

Mitsubishi사는 2001년 25MW 용량의 태양전지를 생산하였고 2005년 4월에는 

135MW 용량의 태양전지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2006년에 들어서 156×156mm

의 새로운 크기의 태양전지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모듈을 구

성하고 그리드를 넣어서 역시 모듈을 구성하여 생산하고 있다. 

Mitsubishi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은 156×156mm의 단위 

셀은 50개씩 직렬 연결하여 구성되고 있으며 최소 169.8W에서 최대190W의 용

량의 발전을 하며 효율은 12.7%~13.7%를 보이고 있다. 

바. Schott(독일)

- 2005: 생산량을 130MW급으로 확장 

- 2004: SmartSolarFab® 100MW급 생산; 40 MW 모듈 생산라인 체코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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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BP Solar(호주)

- 주요 생산 기지 : Spain (Madrid), Australia (Sydney), USA (Frederick) 

and India (Bangalore)

- 현재 생산 능력은  90 MW급 , 200MW급 까지 늘리는게 목표 

아. SunTech(중국)

 2008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에 

   PV 시스템 건설

 23.2MW 급 솔라파크 스페인에

   건설

 450KW PV system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건설

 300KW급 중국 주택에 보급

자. Motech(대만)

- 2006년 생산 능력 200 MW급 

- 두 번째 공장의 4번째 생산 라인 설치 완료

- 세계 7위의 태양 전지 생산 회사로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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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5년도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 동향 및 국내 태양광 발전 누적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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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Te 박막 태양전지 ●

CIGS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 ●

염료감응형(DSSC) 태양전지 ●

제3장새로운 구조의 태양전지 연구 
현황(차세대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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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을 이용하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

로써 CdTe 박막 태양전지, CIGS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

전지 그리고 염료감응형(DSSC) 태양전지의 순서로 연구현황에 대하여 정리한다.

1. CdTe 박막 태양전지

CdTe 태양전지의 기본구조는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CdS(광투과층)와의 

이종접합을 기본으로 하며, 전면 투명전극과 배면전극으로 구성된다.

[그림 12] CdTe 태양전지의 기본구조 

 새로운 구조의 태양전지 
 연구 현황(차세대 태양전지)



34

CdTe 태양전지는 Sputtering, Evaporation, Electrodeposition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CSS(Close-spaced sublimation)법으로 

불리는 공정으로 광흡수층을 증착한다. CSS법은 장치가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간편하며, 특히 Source와 기판사이의 간격이 수 mm정도에 불과하여 빠른 증착

속도로 대면적 태양전지를 제조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주로 반응챔버, 할로겐 

램프, 가스봄베 및 연결부, 진공펌프 및 제어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상용화의 걸

림돌이 되고 있는 Cd의 독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ecycling system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조만간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광투과층으로 사용되는 CdS는 밴드갭이 2.42eV이고 직접천이형 반도체이다. 

CdS는 In, Sn, Al, Cl, Br 등과 같은 shallow donor들로 쉽게 n형으로 도핑될 

수 있다. 성막과정에서 생성된 과잉의 Cd로 인하여 발생된 S의 정공이 도너로 

작용하므로 불순물을 첨가하지 않더라도 쉽게 0.1Ωcm이하의 비저항을 얻을 수 

있다. Cu, Ag, Au 등에 의하여 deep acceptor state가 형성되기도 하나 쉽게 

native donor에 의하여 self-compensation이 일어나므로 p형 CdS를 얻기가 어

렵다. 

CdS를 증착하는 방법으로는 진공증착법, 스퍼터링, 화학기상증착법, 열분해법, 

그리고 CBD(Chemical Bath Deposition)법 등이 있다. CBD법은 CdS박막이 성

장하는 기판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화학종을 포함한 수용액에서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증착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용액상에 석출된 석출물이 

반응용기의 바닥에 그대로 남게 되며 이것을 필터링해서 다시 스크린 프린팅에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다.

CdTe 태양전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저항이 낮고 

안정된 배면전극을 형성하는 것이다. CdTe는 일함수가 매우 크므로 보통의 금속

전극을 사용했을 경우 p형 CdTe와 금속간에 Schottky 장벽이 형성된다. 접촉장

벽의 높이는 CdTe의 페르미 준위와 금속표면의 페르미 준위의 차이로 결정된다. 

이 때, 배면전극은 완전한 Ohmic특성을 보이지 않으므로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

게 되면 배면전극에서 전압강하가 일어나게 된다. 배면전극을 형성하는 방법은 

비교적 일함수가 큰 금속을 증착하거나 Cu를 도핑하는 방법, 그리고 p+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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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착하는 것이다. 초기의 연구에 소량의 Cu첨가로 p-CdTe에 p++ doping 

layer를 형성시켜 Ohmic 접촉을 만들어 상당한 효율향상을 얻었다. 

CdTe 태양전지의 효율은 현재 미국의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의 16.4%가 세계기록이며, 미국의 First Solar Inc., 영국의 BP solar, 

일본의 Matsushita Batteries 등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현

재 수백 kW 규모의 파이롯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력계통의 인

프라가 부족한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설

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스크린 프린팅 기법으로 CdTe를 합성하는 연구

를 수행하여 효율 12%를 얻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 기초연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상용화에 필요한 대면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

개발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정자체가 안정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차세대 

태양전지의 새로운 발굴을 위하여 이러한 분야의 연구개발이 체계화 되어야 할 

것이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면적화를 통한 상용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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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IGS 태양전지의 기본구조

2. CIGS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CIGS 태양전지의 기본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5개

의 단위 박막-배면전극, 광흡수층, 버퍼층, 앞면 투명전극, 반사방지막을 순차적

으로 형성시켜 만든다. 태양전지의 면적이 커지면 면저항의 증가로 인하여 효율

이 감소하게 되므로 대면적 모듈의 경우는 일정한 간격으로 직렬연결이 되도록 

패터닝한다. 

기판의 재질로는 일반적으로 유리가 사용되며, 기타 유연성이 있는 고분자 재

질이나 스테인레스 박판 등도 사용될 수 있다. 배면전극으로는 Ni, Cu 등이 시

도된 적도 있으나, 현재로는 Mo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Mo박막은 전극으로서 

비저항이 낮아야 하며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한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리기판에의 접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동시증발법으로 4개의 금속원소인 Cu, In, Ga, Se를 사

용한 것이다. CIGS 태양전지는 p형 반도체인 CuInSe2 박막과 n형 반도체인 

ZnO 박막의 pn접합을 형성한다. 그러나 두 물질사이의 격자상수 및 에너지 밴

드갭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호한 접합을 형성하기 위한 버퍼층으로 CdS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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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CBD법을 사용하여 두께 약 5000nm의 박막으로 형성된다. CdS 박막은 

2.42eV의 에너지 밴드갭을 가지며, In, Al, Ga 등을 도핑시킴으로써 낮은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다. 앞면 투명전극으로는 에너지 밴드갭 약 3.3eV, 80% 이상의 

광투과도를 가지는 ZnO 박막이 사용되며 주로 RF 스퍼터링법으로 만들어진다. 

반사방지막은 태양광의 반사손실을 줄여서 1% 정도의 광전 변환효율을 향상시키

는데 사용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기존의 결정질 실리콘을 대체하고자 국가적인 차원

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Maine 대학과 Bell 연구소에서 고효율 

태양전지로서의 가능성이 처음으로 확인된 후, Boeing사는 1980년에 이미 효율 

10% 이상의 태양전지를 개발하였고, 이 기술을 토대로 유럽의 EUROCIS 팀은 

1993년에 효율 15%, 미국 NREL이 1999년에 효율 18.8%를 달성하였고, 2003년

에 최고기록인 19.2%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모듈의 효율이 매우 낮아 대

규모 상업화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KAIST, 서울대 등을 중심으로 동시증발법을 활용하여 작은 셀로 

효율 15.4%를 달성한 바 있으나, 주로 나노분말을 이용한 CIGS 태양전지에 관

한 연구 및 tandem 구조에 대한 기초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특히 모듈

의 효율이 실험실에서 제작된 태양전지에 비하여 낮아서 대규모 상업화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세대 태양전지의 

새로운 발굴을 위하여 이러한 분야의 연구개발이 체계화 되어야 할 것이며 범국

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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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의 기본구조는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금속/유

기 반도체(광활성층)/금속 구조로 되어있다.

높은 일함수를 가지는 투명전극인 ITO(Indium Tin Oxide)를 양극으로, 낮은 

일함수를 가진 Al, Ca 등을 음극물질로 사용한다. 그리고 광활성층은 100nm정

도의 두께를 가진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인 electron donor[그림(b)의 D]와 전자

를 받는 물질인 electron acceptor[그림(b)의 A]의 2층구조 혹은 복합박막 구조

를 이용한다. 또한 버퍼층으로 양극인 ITO와 광활성층 사이에 전자이송층을 끼

워넣기도 한다. 그리고 D/(D+A)/D 구조의 혼합박막은 각 전극위에 donor층과 

acceptor층을 별도로 형성한 다음, 이 양자의 표면을 살짝 녹이고 서로 붙여 계

면에서 (D+A)층이 얇게 형성되도록 lamination 기술을 활용한다. 이러한 혼합

구조 박막층을 상하 2층으로 한 tandem 구조로 현재의 최고효율인 5.7%를 달성

한 바 있다. 

[그림 14]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의 기본구조

광활성층인 반도체 고분자 C60 복합재에 빛이 들어오면 반도체 고분자는 빛을 

받아들여 excition을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유기계 donor물질 내에서의 exciton

의 확산거리는 20nm 이하로 필요한 광흡수층의 두께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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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태양전지의 효율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exciton이 확산하는 도중에 전자친화력이 매우 큰 acceptor물질(C60)이 위치

하고 있다면 일부 전자-정공 쌍의 재결합에도 불구하고  acceptor물질이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효과적으로 전자-정공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때 발생하

는 전자의 이동은 매우 빠르며 실험적으로 수십 fs(femto second:10-15 s)이내에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기물을 사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기물 자체가 갖는 광 안정성이

다. 대부분의 유기물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광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그에 

따라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광 흡수성은 물론 광 안정성까지 

우수한 유기물질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벌크 상태에서의 유기물의 exciton, 전자, 정공 등이 갖는 낮은 이동도

를 개선시키기 위한 새로운 morphology를 개발하고 유기물 반도체의 결정성을 

높이는 연구와 더불어 투명전극과 유기박막 사이에 새로운 버퍼층을 첨가하여 

계면 사이의 에너지 장벽을 낮추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는 영국의 Cambridge 대학, 미국의 산타바바라 캘

리포니아 주립대학(UCSB)에서 동시에 고분자/고분자 복합재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Princeton 대학교의 S. R. Forrest 교수팀에 의하여 단

분자/단분자 bi-layer 구조 등이 연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광주과기

원, 서강대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국내의 연구역사는 선진국에 비하여 

짧고, 연구 층도 엷은 편이지만 그 기술격차는 빠른 시간 내에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과학기술부가 도입한 글로벌 연구실 사업의 일환으

로 미국 UCSB의 앨런 히거 교수(2000년 노벨상 수상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중요한 결과를 올해(2007년) 7월 13일자로 광주과기원 이광희 교수팀이 

세계 최고권위의 국제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 최근호에 태양의 가시광은 물론 

적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효율인 6.5%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함으로

써 우리나라가 기술우위에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 분야는 현재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된 상태로서 선

진국이나 국내 모두 효율 및 수명 향상, 대면적화를 통한 실용화에 대한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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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주과기원 이광희 교수팀은 기존의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가 가시광선 영

역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시켜, 근적외선 영역까지 에너지화할 수 있

는 제 2의 태양전지를 만들어 두 태양전지를 층층으로 쌓는 적층 기술을 개발함

으로써 상용화 목표치인 7%에 근접시켰고, 새롭게 개발한 티타니아 산화물을 적

용하여 수명도 반영구적으로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머지 않아 전력 

1Watt를 생산하는데 1달러가 소요되는 화석연료보다 더 경제적인  유기물 플라

스틱 태양전지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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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염료감응형(DSSC) 태양전지

현재 상업화에 가장 근접해 있으며, 일본 및 독일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대

면적 모듈들이 일부 등장하고 있는 DSSC의 원리 및 특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

기로 하자.  

DSSC의 기본구조는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샌드위치 구조 속에, 투명유

리인 ITO(Indium Tin Oxide) 또는 FTO(Fluoride-doped Tin Oxide) 위에 코팅

된 투명전극에 접착되어 있는 나노입자로 구성된 다공질 TiO2, TiO2 입자 위에 

단분자층으로 코팅된 염료고분자, 그리고 두 전극 사이에 있는 50~100μm 두께

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산화환원용 전해질 용액이 들어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림 15] DSSC의 기본구조 및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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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은 양쪽을 모두 투명전극을 사용하기도하지만, 일반적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광이 입사하는 반대쪽 전극(상대 전극)은 반사도가 좋은 백금 

또는 CNT(Carbon Nano Tube) 분말을 사용하고 있다.

태양광이 전지에 입사되면 광양자는 먼저 염료고분자에 의해 흡수된다. 염료는 

태양광흡수에 의해 여기상태로 되고 전자를 TiO2의 전도대로 보낸다. 전자는 전

극으로 이동하여 외부회로로 흘러가서 전기에너지를 전달하고, 에너지를 전달한 

만큼 낮은 에너지상태가 되어 상대 전극으로 이동한다. 염료는 TiO2에 전달한 

전자 수만큼 전해질용액으로부터 공급받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전해질은 iodide/tri-iodide 쌍으로써 산화환원에 의해 상대전극으

로부터 전자를 받아 염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전지의 open 

circuit voltage는 TiO2 반도체의 페르미 에너지 준위와 전해질의 산화환원 준위

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이상의 원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이슈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광전화

학반응을 촉진하게 되는 티타니아 및 전해질 그리고 염료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광전·화학 반응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한 전체적인 효율 향상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광스펀지로 불리는 mesoporous 나노결정 반도체 산

화물 입자층이 입사된 빛의 산란을 유도하여 광전효율을 상승시키며, 또한 염료

분자의 흡착에 요구되는 넓은 표면적을 제공하게 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와 시제품 개발이 필수적이다. 셋째, 새로운 염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광

자를 포획할 때 가능하면 나노 다공질 티타니아층과 반응이 활성화 되어 효율이 

증대될 수 있는 새로운 염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DSSC의 내부적인 

직·병렬 연결기법의 최적화로 대면적 모듈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 때 적절한 출

력전압 및 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전력변환 회로들이 최적화되어야 할 것이

다.

염료감응 나노입자 광전화학 태양전지로 구동되는 소형 장치들의 prototype이 

최근에 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스위스의 Swatch 그룹에 의한 시계이다. 

INAP/독일 컨소시엄은 최근에 효율 7%를 갖고 있는 크기 120cm2의 Z-type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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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연결형 모듈을 생산했다. 전·색채 감응재의 도래는 창이나 그 밖의 건축일체

형 반투명 소자를 만들 수 있다. black dye의 경우, 창의 불투명도는 TiO2 필름

의 두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최근에 잘 알려진 NREL의 “smart windows” 

소자와 비슷하게, 이 DSSC를 electrochromic 상대전극과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전·색채 감응재는 장점이 될 수 있다. 특수한 상대전극과 결합에 의한 또 다른 

새로운 형태는 통합전기저장 장치와 같은 장치로 가까운 미래에 연구·개발 프

로젝트화 될 수가 있다. 

또한 monolitic triple layer 구조의 혁신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구조는 

나노결정 anatase 필름과 다공성 spacer, 카본 상대전극이 직접적으로 중첩된 

형태이다. 대규모로 태양에너지를 광전기로 변환시키기 위한 적합한 크기로 만들

기 위해 cell과 모듈을 크게 제작해야 하는데, Z-type 내부연결은 그 주요장애 

요인인 전류 collector인 투명 전도성 산화물의 높은 판 저항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체가능한 방법으로 전도성 유리에 collector grid를 도입하는 방법

이다. 선택된 물질은 은(Ag)이 적합하나 불행하게도, 은 redox 전해액에 포함된 

iodide에 의해 빠르게 부식이 진행되어 grid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최근에는 은(Ag)위에 유리 세라믹코팅을 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

여 처음으로 10x10cm 크기로 태양광에서 1A의 short circuit 전류를 발생하는 

태양전지 유리타일을 생산하는 현저한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낮은 가격으로 DSSC 생산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목표가격을 1US$/ 

peakwatt 이하로 잡은 매우 유망한 개발이다. 

스위스 EPFL의 그래첼 교수 그룹이 5mm☓5mm 크기의 아주 작은 셀에서 최

고효율 약 11%를 얻고 있으나, 실용가능성이 높은 상업화를 위해서는 그리드가 

들어있는 대면적의 DSSC를 만들어서 효율을 더욱 개선시켜 가야 할 것이다. 

DSSC의 대면적화에 대한 연구는 유럽의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호

주,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호주

는 년중 일조량이 매우 우수한 국가이므로 일찍부터 DSSC의 연구·개발에 주력

해 왔으며 STA 사 등은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호주의 STI 사는 2003년에 이

미 대면적 DSSC를 선보였고, 200m2의 DSSC를 쇼 케이스에 장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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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쪽의 ECN 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그룹들이 효율 약 8%의 대면적 

DSSC를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심지어 가속실험을 통하여 내구성이 약 10년 

이상은 확보된다고 발표하여 상업화의 가능성을 더욱 촉발하였다. 실제적으로 확

인이 가능한 대면적 DSSC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논문 및 기술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조사해 보면 독일의 Freiburg 재료연구 센터의 R. Sastrawan을 대

표하는 연구 그룹이 30cm☓30cm를 비롯한 60cm☓100cm크기의 대면적 DSSC

를 2005년에 발표하고 있으나, 정확한 효율은 파악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도 

2004년 ELSEVIER J. of Photochemistry and Photobiology에 토요타 중앙연

구소 소속의 Tatsuo Toyoda 를 대표하는 19명의 연구 그룹이 효율 약 4%인 

10cm☓10cm의 DSSC를 가로 및 세로로 8개씩 총 64개로 모듈을 구성하고 이러

한 모듈을 총 8개 AISIN SEIKI Co. Ltd. 옥상에 실제로 설치하여 6개월간 발전

한 결과를 선보이고 있다. 2007년 ELSEVIER의 Inorganica Chimica Acta에 발

표된 중국 과학원의 Songyuan Dai 교수를 대표로 하는 그룹은 그래첼 교수 및 

호주의 STI 사와의 협력 연구로 20cm☓15cm(유효면적 187.2cm2)의 대면적 

DSSC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을 12개 연결해서 45cm☓80cm 크기의 상

업화된 DSSC의 제조에 성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크기의 DSSC를 32개 배치한 

야외실험을 통하여 약 500 Wp의 출력을 얻고 있다. 즉 실제로 야외실험까지 확

인된 것으로써 효율 약 6%의 중국 Dai 교수 그룹이 발표한 결과가 발표된 문헌

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마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진전된 결

과물들이 잠재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는 완성된 DSSC의 모양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건물의 남향

창에 설치하게 된다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강한 태양광이 남향 

창에 비치면 시력에 장애가 됨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라인더나 카텐 등으

로 가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DSSC를 남향 창에 설치하게 되면 블라인더 효

과는 물론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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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완성된 DSSC의 일 예

물론 이러한 창에 부착하는 경우는 고정식이 되겠지만, 야외에 설치하는 경우

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MPPT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욱 좋겠지만,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태양광의 경로에 따라, 약간 회전하거나 tilting 

각도를 조절하는 정도로도 효율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상청의 일

기예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날의 발전량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일

기예보는 물론, 태양광의 경로를 추적하여 모니터링 함으로써 발전전력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실리콘 박막형 태양전지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서울, 광주, 대구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수 MW급 태양광 발전소가 속속 건설 중에 있으며 향후 그 수요나 증가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실리콘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 외

에도 상용화시키기 위한 전력변환 기술이나 모듈을 구성하여 설치하는 주변기술 

들이 많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차세대 태양전지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향후 차세대 태양전지의 발전성능 향상을 위해서도 거기에 알맞은 전력

변환 기술 및 주변 기술 들이 함께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력변환의 효율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차세대 태양전지 각자의 특성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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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버터는 태양전지의 발전 전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 환경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

며 전력회사의 상용계통에 연계운전하기 때문에 전력회사와 협의하여 양질의 전

력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에 요구되는 중요한 항목은 다음

과 같다.

가. 최대전력추종제어기능

태양전지는 일사량 및 온도에 의해 출력특성이 변화하여 최대 전력을 얻을 수 

있는 최대전력 점도 바뀌게 된다. 따라서 최대전력점에서 인버터가 운전될 수 있

도록 언제나 감시하여 응답제어를 하도록 최대전력 모니터링 기능이 요구된다.

나. 고효율제어

IGBT는 스위칭 동작 주파수를 고주파 스위칭으로 하게 되면 스위칭 손실이 증

가하게 된다. 스위칭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회로방식 및 제어기 필요함과 

동시에 제어회로 등의 고정손실도 최대한으로 억제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 

야간등과 같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발전할 수 없을 경우, 즉 무부하상태의 손실

을 최소화하는 것도 총발전량을 많게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한다.

다. 소음 저감

주택 내의 설치를 고려하면 인버터에서의 소음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동작 주파수를 약 20kHz로 가청주파수 이상으로 함과 동시에 냉각팬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냉각방식을 채용하는 것도 소음 저감을 위하여 중요한 포

인트 중의 하나이다.

라. 직류분 제어기능

향후 주류를 이루게 될 트랜스리스 방식 인버터에서는 인버터의 이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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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출력에 직류성분이 혼입하여 계통에 유입하면 주상변압기의 편자현상 등에 

의해 계통이나 다른 수용가 설비에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계통연계형의 인버터는 직류성분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마. 직류지락 검출기능

트랜스리스 방식의 인버터에서는 직류․교류간이 절연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직

류회로에 지락이 발생하면 계통 측에서 인버터를 통하여 지락전류가 흐르게 된

다. 지락전류 검출에는 ZCT(영상변류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류지락전류

가 흐르게 되면 ZCT의 자기포화를 일으켜 지락검출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

다. 누전차단기에서의 검출불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버터내부에 직류지락검출

회로를 추가하여 검출한 경우는 인버터를 정지함과 동시에 계통으로부터 분리되

도록 시퀀서를 설계·설치할 필요가 있다.

바. 고조파 억제

인버터로 부터 역·조류된 전류에 포함된 왜형률이 크면 계통 및 부하설비에 

손실증대와 기기 손상 등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때문에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하여 인버터는 일반적으로 전류파형을 양질의 정현파로 만들기 위한 제어를 

하게 되며, 부가적으로 필터를 설치하게 된다.  

사. 고주파 억제

인버터는 전력용 반도체 스위칭소자 IGBT를 고속으로 ON, OFF 동작을 반복

하기 때문에 고주파 노이즈가 발생한다. 고주파의 노이즈는 TV, 라디오 등의 기

기에 불필요한 잡음과 화면의 찌그러짐, 기기의 오동작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주파를 억

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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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계통연계 보호기능

인버터의 고장 또는 계통사고 시에 발생되는 사고의 신속한 제거, 사고범위의 

극소화를 위하여 인버터를 정지하고 계통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자. 단독운전 방지기능

계통사고 시에 인버터가 부하용량과 평형을 유지하여 이상현상 유무를 검출하

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는 상태를 단독운전이라고 한다. 단독운전이 발생하면 

계통이 상위에서 차단되어 있어도 저압측으로 부터의 전압이 유기되기 때문에 

안전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차세대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전력변환 회로 및 그 주변 

보호기기 설치 및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도 기존의 실리콘 박막형 태

양광 발전시스템에서 얻어진 노하우 및 원천기술들을 활용함은 물론이고, 향후에 

도래하게 될 대면적·대용량 차세대 태양광 발전특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함

께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로 판단된다. 관련된 최근 연구논문을 참고문헌 후

반부에 소개하기로 하며 이 장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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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향후 전망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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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Te 태양전지의 기술적인 이슈는 크게 CdS/CdTe 접합과 배면전극으로 나눌 

수 있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명전극 및 광투과층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요망된

다. 향후 back contacts 부분에서의 전기저항을 낮추고, CdTe층의 전기전도도 

향상, CdS/CdTe 계면의 최적화, 밴드갭이 크며 격자상수가 CdTe와 비슷한 광투

과층이 개발된다면 차세대 태양전지로서 상업화 가능성도 빨라질 것으로 생각된

다. 

CIGS 태양전지의 기술적인 이슈는 소형 셀의 효율이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가 갖는 최고효율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데에 비하여 대면적 모듈의 효율이 낮

은 것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공정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제어를 필

요로 하기 때문이다. 향후 저가격화, 대면적 모듈의 고효율화를 통한 상업화 기

술확보를 위하여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의 기술적인 이슈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많으나 값싸고 다양하며 종이처럼 얇아서 손쉽게 대면적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매력 때문에 차세대 태양전지로써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효율은 

6.5%에 머무르고 있으나, 7% 이상의 효율을 달성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

을 확보하게 된다면 급속한 실용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선진국

을 앞서가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황을 기회로 삼아 국내의 관

련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하여 총력을 기울인다면 머지 않아 세계적인 결과는 물

론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

각된다. 

DSSC 태양전지의 기술적인 이슈는 이미 앞서 소개한 차세대 태양전지 3가지

에 비하여 가장 상업화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도 소

개하였듯이 일본의 한 연구그룹이 효율 4%에 불과한 DSSC를 활용하여 6개월간

 향후 전망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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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량을 기존의 Si 박막형 태양전지와 비교한 결과 DSSC가 가진 위와 같은 

장점으로 발전량은 오히려 20%나 더 많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스위

스 EPFL의 그래첼 교수 그룹이 5mm☓5mm 크기의 아주 작은 셀에서 최고효율 

약 11%를 얻고 있으나, 상업화를 위해서는 그리드가 들어있는 대면적의 DSSC를 

만들어서 효율을 더욱 개선시켜 가야 할 것이다. 

호주의 STI 사는 2003년에 이미 대면적 DSSC를 선보였고, 유럽쪽의 그룹들이 

효율 약 8%의 대면적 DSSC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실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대면적 DSSC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논문 및 

기술자료 등을 참고로 하면 독일의 Freiburg 재료연구 센터의 R. Sastrawan을 

대표하는 연구 그룹이 30cm☓30cm를 비롯한 60cm☓100cm크기의 대면적 

DSSC를 선보이고 있다. 2007년 ELSEVIER의 Inorganica Chimica Acta에 발표

된 중국 과학원의 Songyuan Dai 교수를 대표로 하는 그룹은 그래첼 교수 및 호

주의 STI 사와의 협력 연구로 20cm☓15cm(유효면적 187.2cm2)의 대면적 DSSC

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을 12개 연결해서 45cm☓80cm 크기의 상업화된 

DSSC의 제조에 성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크기의 DSSC를 32개 배치한 야외실험

을 통하여 약 500 Wp의 출력을 얻고 있다. 즉 실제로 야외실험까지 확인된 것

으로써 효율 약 6%의 중국 Dai 교수 그룹이 발표한 결과가 가장 앞서 있는 것으

로 보이나 유럽 쪽이나 일본의 일부 그룹이 상당히 진전된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스위스 EPFL의 그래첼 교수 그룹이 보유한 원천특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08년 이후 시점에는 독일 및 일본이 보유한 기술 및 신제

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이러한 추세에 미리 대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분야의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 분야를 선도해 나

갈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분야의 국내 연구그룹

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본 이슈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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