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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그림 1. 연도별 태양전지 최고효율 그래프(출처: http://www.nrel.gov/pv/) 

1. 서 론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

에 대한 불신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있다. 국제조약인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2020년 이

후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요구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무

공해, 무한정의 태양에너지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태양전지는 1800년대 후반에 처음 개념이 제시된 

후 지금까지 150여년간 꾸준히 연구되어온 오래된 기

술이지만 원자력 에너지 등에 비하여 아직 생산단가가 

고가이어서 주요 전력 생산원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실

정이다. 그러나 향후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림 1은 미국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연구소에서 2013년까지 보고된 다양한 태

양전지의 효율을 연도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장 시

장이 큰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거의 포화상태

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양전지가 그 재료

적 측면에서 더 이상 개선하기가 어려울 만큼 완성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제조 공정 또한 최적의 수준에 도

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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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 수 있듯이 그 효율은 24.7%(HIT 셀 기준)로 매

우 낮은 실정이다. 

태양전지 효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태양광 스팩트

럼과 태양전지 흡수 스팩트럼의 불일치에 있다. 그림 2

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광은 자외선에서 적외선까지 넓

은 파장 범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태양전지는 일반적으

로 가시광의 일부분만을 흡수하고 광전변환 한다. 이에 

따른 태양전지 효율의 이론적 한계가 1961년 William 

Shockley와 Hans Queisser에 의해 계산적으로 제시

되었고, 이를 Shockley-Queisser limit이라고 하다. 그

림 3은 단일접합 태양전지의 에너지 밴드갭에 따른 

Shockley-Queisser limit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

래프에 따르면 밴드갭이 1.34 eV인 태양전지가 33.7%

의 최고효율을 보일 수 있으며, 밴드갭이 1.1 eV인 실

리콘 태양전지의 이론적 한계치는 29%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낮은 효율은 태양광이 실리콘 태양

전지에 입사될 때 약 15% 내외의 빛은 실리콘 표면에

서 반사 등의 손실로 없어지고, 약 25% 내외의 빛은 실

리콘 밴드갭보다 에너지가 커서 그 차이가 열로 손실

(thermal loss)되며, 약 20% 내외의 빛은 실리콘의 밴

드갭보다 작아서 투과로 손실(transmission loss)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양광 중 실제로 실리콘 태양전지에

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빛은 입사광의 약 30% 내

외가 된다. 

최근, 이러한 스펙트럼 불일치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

하여 태양전지 효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특히, 태양광을 흡수하여 태양전지 흡

그림 2. 태양광 스팩트럼과 실리콘 태양전지 흡수 스팩트럼
(출처: http://www.zianet.com)

그림 3. 태양전지 밴드갭에 따른 이론적 최고효율
(출처: http://en.wikipedia.org)

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파장변환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태양전지의 효율향상을 위하

여 사용되는 파장변환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파장변환 형광체

그림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태양광 중 주요 활용 범위는 500~1,000nm 범위이며, 

500nm 보다 짧은 파장에 해당하는 자외선이나 1,000nm 

보다 긴 파장에 해당하는 적외선은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활용되지 못하고 손실된다. 따라서 손실

되는 자외선을 500~1,000nm 범위의 빛으로 파장을 변

환시켜주는 하향변이(down shift) 또는 하향변환(down 

conversion)기술 및 투과되는 적외선을 500~1,000nm

의 파장으로 변환시켜주는 상향변환(up conversion) 기

술을 활용하면 Shockley-Queisser limit을 넘어서는 태

양전지 효율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그림 4). 이와 같이 

태양광 중 손실되는 빛을 태양전지에게 유용한 빛으로 변

환시켜 태양전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개념은 이미 1950년

대 Dexter 및 Bloembergen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파장변환에 의한 효

율 증대 결과는 아직도 난제로 남아있다. 다음에서 각 파

장변환 재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그림 4. 파장변환 에너지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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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향변환 형광체

하향변환(down conversion)은 자외선 및 근자외선의 

높은 에너지가 흡수되어 낮은 에너지로 변환(conversion)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흡수된 광자가 하나 이상의 낮은 

에너지 광자로 분리되므로 이론적 양자효율은 200%이상

이 될 수 있다. 그림 5는 Tb이온이 높은 에너지(청색 화살

표)를 흡수 하여 그 에너지 중 일부는 Tb이온 내 낮은 

에너지 준위(녹색, 황색, 적색 화살표)로 방출되고, 일부는 

Yb이온으로 전이되어 방출되는 하향변환 에너지 다이어그

램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용어로 양자분리(quantum 

cutting or splitting) 혹은 광자 캐스캐이드(photon 

cascade)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향변환 현상은 란타늄계

열의 이온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란타늄계 원소의 

[Xe]4Fn5S25p6(n=0~14) 전자구조에 따른 다양한 에너지 

준위 때문에 나타난다. 이들 에너지 준위간의 전자전이로 

양자분리 현상이 나타나는데 단일 이온 내에서 발생할 수

도 있고 하나 이상의 이온쌍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단일 

이온 내에서 하향변환을 보이는 이온으로는 Pr3+, Gd3+ 

등이 있고, 이들의 전자전이를 그림 6(a)에 도식하였다. 

두 개 이상의 이온쌍에서 발생하는 하향변환은 그림 

6(b)~(e)과 같이 몇 가지 다른 작용기전을 가지며 

Gd3+-Eu3+, Gd3+-Tb3+-Er3+, Tb3+-Yb3+등이 이러한 이

온쌍에 해당한다. 특히, Yb이온을 포함하는 전자쌍의 경우 

Yb의 980nm영역 발광에 따라 근적외선 형광체로 널리 

사용되고 흡수영역은 필요에 따라 Tb3+외 Tm3+, Pr3+, 

Nd3+, Ho,3+ Er3+, Dy3+, Ce3+등 선택에 의해 조절이 가능

하다[1]. 

Trupke는 이론적 계산에 의해 하향변환 기술을 실리콘 

태양전지에 접목시켰을 경우, 이의 이론적 효율이 38.6%

는 근적외선 양자분리 형광체는 그 발광영역(980nm)이 

그림 5. Tb-Yb 이온간 하향변환 에너지 다이어그램[1]

그림 6. 단일 이온 혹은 두 개 이상의 이온쌍간의 하향변환 
작용전이((a) 단일 이온 내, (b)~(e) I과 II의 두 이온간 
에너지 전이)[1]

실리콘 태양전지 밴드갭(1,100nm)과 근접하므로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에 크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2007년 Zhang 

et al.에 의해 (Yb,Ga)Al3(BO3)4:Tb3+ 하향변환 형광체가 

196%의 양자효율을 보인다고 보고되었고[2], 2005년 

Vergeer et al.에 의해 YPO4:Tb3+,Yb3+ 하향변환 형광체

가 188%의 양자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그러

나 현재까지는 낮은 흡수효율과 높은 빛산란 등의 어려움

으로 실질적으로 태양전지에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낮은 흡수효율의 경우는 좁은 흡수밴드(narrowband 

absorption)를 보이는 Ln-Yb 이온쌍을 사용하는 것 대

신 (Ln3+=Tb, Tm, Pr, Er, Nd, Ho등이 좁은 흡수에 해

당), 넓은 흡수밴드(broadband absorption)의 Ln-Yb 

이온쌍을 사용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넓은 흡수밴드를 보이는 Ln이온으로는 Ce3+, Bi3+, 

Eu2+등이 있다[1]. 높은 빛산란의 문제는 태양전지가 주로 

작동하는 가시광 영역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

이 지난 수 십년간 어려웠던 주제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나노기술이 급성장하면서 나노크기의 파장변환 형광체의 

합성이 가능하여졌고 이에 따른 태양전지 적용에 대한 기

대가 다시 부각되었다. 그러나 가시광 영역에서 높은 투과

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자 크기를 50nm이하로 제어하

여야 하는데 이때 증가하는 표면결함에 의한 발광저하를 

극복하는 이슈가 아직 난제로 남아있다. 

 

2.2. 하향변이 형광체

하향변이(down shifting)는 하향변환과 유사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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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광자가 흡수되어 비발광전이(non-radiative 

relaxation)를 통해 그 보다 낮은 에너지의 광자 하나로 

변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하향변이 형광체

의 양자효율은 100%보다 높을 수 없다. 하향변이 형광체

는 태양전지가 흡수하지 못하거나, 혹은 광전변환 효율이 

낮은 파장영역대의 태양광을 흡수하여 효율이 높은 파장

영역대로 파장변이 하여 태양전지 효율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리콘 태양전지는 300~500nm영역에

서 광전변환 효율이 낮고, 600~1,000nm에서 높은 효율

을 보이므로, 청색 빛을 흡수하여 적색 빛을 발광하는 하

향변이 형광체 사용이 효율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계

산에 의하면 하향변이 기술을 사용하면 단결정 실리콘 태

양전지의 효율을 약 2.4%, InGaP 태양전지의 효율을 약 

9.1%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파장변이 기술의 태양전지 적용은 발광 태양광 집광

기(luminescent solar concentrator, 이하 LSC로 칭

함) 기술과 접목하여 사용되어 왔다. LSC는 그림 7과 

같이 유기염료 혹은 양자점 등의 파장변환제를 함유한 

고분자 투명시트로, 태양광을 파장변이 시키는 동시에 

변이된 빛을 시트의 옆면으로 웨이브 가이딩(wave- 

guiding)하는 기능을 가진다. 옆면에 태양전지를 위치

시킬 경우, 태양전지가 파장변이 된 빛을 집광하여 활용

하게 됨으로써 태양전지 면적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

라 보다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태양전지에 적용 시 그 효율 이 

4%이상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이는 유기염

료 및 양자점의 좁은 스톡스 변이(흡수파장의 최고점과 

발광파장의 최고점 사이의 차이), 좁은 흡수 영역, 낮은 

그림 7. 발광 태양광 집광기(LSC) 이미지
(출처: http://samwilton.com)

발광효율 및 불안정성, 투명시트의 투과도 및 내구성 저

하 등의 문제로 보여 진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란타늄계 무기물 파장변환제를 사용하고 시트 소재로 

유리를 사용하는 무기물 발광시트 제작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무기물 발광시트의 경우 넓은 스톡스 변

이를 가지는 점과 안정성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나, 유리에 도핑 된 란타늄계 이온의 낮은 발광효율

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100%에 근접한 발광효율을 보이는 유기

염료 및 양자점 개발, 넓은 스톡스 변이를 보이는 신 염

료 개발과 안정성 향상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므로, LSC 태양전지에 적절히 활용 시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3. 상향변환 형광체

상향변환(up-conversion) 기술은 두 개 이상의 낮은 

에너지 광자를 모아 하나의 높은 에너지 광자로 변환하

는 것으로, 상향변환 형광체는 그 에너지 준위가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낮은 에너지 광자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입사되면 여기 된 전자가 계속적으로 높은 준위로 이동

하는 작동방식을 가진다(그림 4). 상향변환은 하향변환

과 같이 단일 이온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이온쌍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중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시스템은 Yb3+-Er3+ 이온쌍과 Yb3+-Tm3+ 이온

쌍으로 그림 8과 같은 에너지전이를 가진다. 이 경우 

980nm 파장의 빛에 의해 Yb3+이온의 전자가 여기 되

고, 여기 된 전자가 Er3+ 혹은 Tm3+으로 에너지 전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 이상의 광자가 관여하여 이단계 

혹은 삼단계의 에너지 준위로 전이가 일어나고 이로 인

해 980nm의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로 변환된다. 

상향변환 현상은 이미 1950년대 Bloembergen 연

구팀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태양전지 응용은 1990년대 

이후에 시도되었다. 이러한 상향변환 기술의 태양전지 

응용은, 태양에너지 중 태양전지 밴드갭 보다 낮아 태양

전지에 흡수되지 못하고 투과하는 에너지를 이용하게된

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약 20%

를 투과 에너지로 잃게 되는데, 이의 일부를 상향변환 

형광체를 사용하여 태양전지가 사용하도록 변환하게 한

다. 상향변환 형광체의 경우 투과되는 빛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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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Yb3+-Er3+과 Tm3+-Yb3+ 이온쌍의 상향변환 작용전이

므로 태양전지 후면에 위치시키고, 그림 9와 같이 반사

판과 함께 사용하여 변환된 빛은 다시 태양전지로 보내

진다.

2002년 Trupke 연구팀에 의해 이러한 상향변환 기

술을 실리콘 태양전지에 적용할 경우 이론적 효율이 

37%까지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5]. 그러나 

이러한 상향변환 기술을 태양전지에 적용하여 의미 있

는 효율향상을 보인 실험적 결과는 현재까지 미비한 수

준이다. 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상향변환 형광체의 변환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상향변환의 경우 낮은 에너

그림 9. 상향변환 박막이 적용된 태양전지의 구성

지가 모여 보다 큰 에너지로 변환되어야 하므로 변환효

율이 입사광 세기에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적외선 레이

저 광원에서 작동을 하며, 그 변환효율이 최대 약 50%

로 알려져 있다[6]. 그러나 자연광 중 적외선은 그 세기

가 상향변환 형광체를 여기 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집광기가 동반된 태양전지에 한정적으로 작동 

가능하다. 또한 상향변환 형광체의 흡수파장 영역이 좁

아, 태양광의 적외선 중 일부만을 변환하므로 그 활용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De Wild et al.은 

NaYF4:Er3+,Yb3+ 상향변환 형광체를 비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적용하여 레이저로 980nm 파장을 선택적

으로 여기 시켜 약 0.02% 효율을 얻었다[7]. 이렇듯 낮

은 변환효율로는 태양전지 효율증대에 거의 도움이 되

지 못하므로 상향변환 형광체의 효율을 현재보다 100

배 이상 증대시키는 것이 주요한 이슈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최근 변환효율 증대를 위하여 상향변환 형광체

와 나노 프라스모닉 기술(nano-photonics)을 융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융합기술의 개발로 상향

변환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3. 태양전지 응용의 예

앞서 2장에서 살펴본 파장변환 형광체를 태양전지에 

적용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2014년 Chen et al.에 의해 Solar Energy 

Materials and Solar Cells 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Ba2SiO4:Eu2+ 하향변이 형광체를 그림 10과 같이 은나

노 입자 층과 함께 실리콘 태양전지에 적용 하여 

0.64%의 효율증가를 보였다[8]. Ba2SiO4:Eu2+ 하향변이 

형광체 층은 빛산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nm이하

로 제어하였고, 변이된 빛의 발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은나노 입자의 프라스모닉(plasmonic) 효과를 접목한 

나노융합 기술의 좋은 예로 보여 진다. 이때 프라스모닉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그림 10과 같이 실리카 층을 

형광체와 은나노 층 사이에 스페이서(spacer)로 삽입하

고 그 거리를 5~100nm로 조절하였다. Ba2SiO4:Eu2+ 

형광체의 발광효율은 약 40%에 그쳤지만, 형광체의 발

광이 은나노 입자층을 적용하였을 때 그 발광세기가 최

대 약 200%까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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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hen et al.의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 향상을 위한 
파장변환 층 구조(위) 및 Ba2SiO4:Eu2+ 하향변이 
형광체 층의 SEM 이미지(아래)

그림 11. LaVO4:Dy3+ 형광체의 TEM 이미지(위)와 
LaVO4:Dy3+와 LaVO4의 흡수 및 발광 스팩트럼 비교

Liu et al.에 의해 란타늄 바나데이트계(LaVO4) 나노형

광체를 염료감응 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 

DSSC)에 적용하여 효율향상을 본 결과가 2006년 

그림 12. LaVO4:Dy3+ 파장변이 박막이 적용 된 DSSC
 태양전지 구조 

Applied Physics Letter지에 발표되었다[9]. 그림 11과 

같이 약 30nm 크기의 LaVO4:Dy3+ 형광체를 ITO 투명전

극의 전면부에 약 300nm 두께로 도포하고 450oC에서 

소결하여 가시광 영역 투과도가 우수한 파장변환 박막을

형성하였다(그림 11의 투과도 참조). LaVO4:Dy3+ 형광체

는 250~320nm 파장에서 흡수를 보이고 350~700nm 

파장에서 발광을 보이므로 DSSC에 주로 사용되는 N3염

료의 흡수 파장인 450~600nm 영역과 일치한다. 

상기 LaVO4:Dy3+ 파장변이 박막을 그림 12와 같이 

DSSC에 적용되었을 때 UV 필터의 역할과 동시에 파장

변이 역할을 하여 발광이 없는 LaVO4 박막만 적용된

DSSC 대비 태양전지 효율이 약 23.3% 증가하는 효과

를 보였다. 

McIntosh 연구팀은 Lumogen계 유기염료를 메틸메

타아크릴계(PMMA) 고분자에 도핑하여 태양전지에 도포

하였을 시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2009년 

Progress in Photovoltaics 논문에 발표하였다(그림 

13)[10]. 몇 가지 다른 파장영역대의 Lumogen 염료 중 

300~420nm에서 흡수를 보이고, 400~600nm에서 발광

을 보이는 염료가 가장 높은 효율 증가를 보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400nm 파장 이하에서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대비 외부양자효율(exteranl quantum efficiency)이 약 

40%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고, 전 파장 대비 약 1%의 모듈 

효율 증대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Lumogen 염료의 태양

광 토출 시 안정성에 대해서는 테스트한 결과가 없고, 다

만 향후 실용화를 위해서 태양전지 수명까지 견딜 수 있도

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시 되어있다. 

MIT의 Baldo 연구팀은 2008년 두 개의 다른 파장영



❙기술특집❙

38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그림 13. McIntosh 연구팀에 따른 파장변이 박막의 태양전지 
적용의 도식적 그림

역대를 가지는 LSC시트를 적층하여 텐덤(tandem) 태양

전지를 구성하고 이를 Science지에 발표하였다[11]. 그림 

14와 같이 첫 번째 시트는 청색에서 녹색 영역의 빛을 

흡수하고, 여기에 흡수 되지 않고 투과한 장파장 영역의 

적색 빛은 두 번째 시트에 흡수되도록 설계 되었다. 이때 

사용된 염료는 각각 시아노메틸렌(cyanomethylene) 염

료와 프라티넘 포피린(platinum porphyrin)계 염료로 

큰 스톡스 전이를 가지며 높은 발광효율을 가진다. 발광

된 빛의 약 80%가 LSC시트 아래 위치한 고굴절 유리판

에 의해 웨이브 가이딩되어 옆면에 위치한 태양전지로 

보내진다. 첫 번째 시트는 보다 단파장영역에서 높은 효

율을 보이는 GaInP 태양전지를 연결하고 두 번째 시트

는 적색 영역에 적합한 GaAs에 태양전지를 텐덤으로 연

결하였을 시 템덤 셀의 효율이 약 6.8%에 보인다고 보

고되었다. 사용된 유기염료의 안정성을 테스트하였고, 

프라티넘 포피린계 염료를 포함한 LSC를 60oC, 0.78  

W/cm2 조건에서 3달간 유지하였을 때 그 발광효율의 

8%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안정성은 

UV 필터 등의 사용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유기 염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물로 양자

점(quantum dot)을 사용하여 LSC를 제작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점 역시 파장변이 시트

로 제작하기 위하여 고분자 물질과 혼합(blending) 시 

그림 14. Baldo 연구팀에 따른 파장변이 박막의 태양전지 
적용의 도식적 그림

상분리, 침전, 투과도 저하, 발광효율 감소 및 낮은 광

안정성 등의 문제를 해소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보

다 새로운 양자점의 개발, 고분자 재료의 개선, 무기물

계 매트릭스 사용 등으로 계속적인 효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향변환 형광체의 경우 태양전지 적용의 예는 다수 

있으나, 태양광에서 효율향상을 보인 예는 극히 드물고, 

선택적 파장의 빛을 사용한 예에서 태양전지 효율 향상

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향변환 형

광체의 낮은 효율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극복하고

자 최근 나노 포토닉스 기술(nano-photonics)과 접목

한 융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한 예로 펜실베니아 

대학의 Kagan 연구팀은 NaYF4:Er3+,Yb3+ 형광체에 금

의 프라스모닉(plasmonic) 효과를 적용하여 형광체의 

발광효율을 35배 증가시킨 결과를 2014년 ACS Nano

지에 발표하였다[12]. Kagan 연구팀은 그림 15과 같이 

금 박막에 리소그라피(lithography)를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의 홀 어레이(hole array)를 만들고 각 홀에 하나의 

형광체 나노입자가 위치하도록 스퀴지 방법(squeegee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 의하면 그림 15와 같

이 농축된 형광체 용액을 금 박막에 올리고 PDMS 고

그림 15. Kagan 연구팀에 의해 사용된 스퀴지 방법(위)과 이에 
의해 생성된 형광체를 포함한 금 박막(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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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NaYF4:Er3+,Yb3+ 형광체의 실리카 박막과 금 박막 
메트릭스에서의 광발광(PL) 비교 

분자 시트를 박막과 약 35o 간격을 유지하며 쓰러내려 

나노형광체를 물리적으로 나노 홀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때 필링 효율(filling factor)이 약 90%이상이라고 보

고한다. 같은 방법으로 실리카 홀(hole)에 나노형광체를 

위치시켜 형광체의 발광효율을 비교하였다. NaYF4:Er3+, 

Yb3+ 형광체를 포함한 박막을 980nm 빛으로 여기 시켰

을 때 540nm의 녹색 빛으로 상향변환되는데 이때 그림 

16과 같이 실리카 박막의 형광체 보다 금 박막의 형광체

가 약 35배 강한 발광을 보였다. 상향변환뿐 아니라 하

향변환에서도 이러한 융합 기술의 적용은 아직 이론치에 

못 미치는 태양광 스팩트럼 변환효과에 큰 돌파구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지구에서의 에너지는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는 문제

로 태양전지는 그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

안이 될 것이다. 지난 150여년 동안 태양전지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단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었고 이제는 

물질의 순도, 태양전지의 설계, 공정 등의 최적화로 더 

이상의 효율 증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

로운 개념의 태양전지가 개발되거나 또는 기존에 잘 개

발된 태양전지에 추가로 외부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양광 스팩트럼 

변환기술을 이용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나노와 

포토닉스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융합적 기술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로 유럽에서 

2013년 NanoPhoSolar 프로젝트를 론칭(launching)

하고 기존 태양전지의 한계를 태양광 파장변환으로 해

결하고자 다수 관련업체가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형성하

였다(http://www.nanophosolar.eu).

KIST에서도 2012년부터 기존 태양전지의 효율증대

를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태양광 스펙트럼 변환의 난제

를 해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향변환형광체의 

경우 50nm 이하의 나노형광체를 개발하였고 지금까지 

나노형광체의 한계로 여겨지는 20%의 변환효율을 극복

하고자 코어셀 구조, 광결정구조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되고 있다. 한편 파장변환된 빛을 태양전지로 많이 흡수

시키기 위해서 파장변환용 나노형광체와 나노포토닉스

를 융합하거나 파장변환층과 태양전지 사이 비발광 전

이(non-radiative transfer) 개념을 적용한 융합 연구

를 수행 중이다. 상향변환 기술과 프라스모닉 효과를 접

목하는 노력도 초기단계이지만 진행 중이다. 각 분야의 

요소기술이 잘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향후 

Shockley-Queisser limit을 넘어서는 태양전지가 보급

되어 국면하고 있는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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