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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리콘(결정질, 비정질)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전지는 현재 태양전지 시장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양자점 태양전지나 나노 태양전지와 같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향후에도 

태양전지 시장에서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반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

에서는 실리콘 기판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전지의 현황과 고효율화 기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하려

고 한다.

서 론
 

세계 태양광산업은 2008년까지 연평균 5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유럽지역의 금융위기 

이후 수요 위축으로 2009년에는 15.9%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다. 2010년에 유럽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독일 10GW 신설, 이탈리아 1.27GW 신설
[1]
), 각종 보조금 및 세제 혜택,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태양광 시장이 성장세로 돌아섰으나 2012년 들어 세계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중국 기업들의 저가화 공세에 의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위기에 처했고, 재정위기를 

겪으며 유럽 각국이 태양광 관련 지원 규모의 감소 및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면

서 시장은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태양광 시장은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정체기로 진입

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세계 태양광 시장은 매년 전망보다 더 큰 규모로 형성되고 있다. 

❙한국태양광발전학회분야별기술현황과동향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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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5년 세계 태양광 설치용량 예측
[2]

그림 2. 실리콘(Mono, Multi) 웨이퍼와 셀, 모듈의 연도별 가격동향 및 

분포
[5]

그 이유로는 장기적으로 과거의 유럽 중심의 태양광 수요

가 미국, 중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태양광 시

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현

재의 태양광 시장이 불황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태양광에

너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시장의 과열

로 인한 일시적인 정체기를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iHS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침체를 겪었던 

태양광 시장이 수요개선 및 가동률 상승 등의 요인이 겹치

면서 2014년 44GW대비 30% 이상 성장한 57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 세계 태양광 모듈 매출액 규모

는 지난해 310억 달러에서 올해 380억 달러로 20% 증가

하고 수익은 23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무려 배 이상 늘

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2011년 이후 최대 수익 예상

규모이다.

태양광 시장이 일시적인 정체기를 지나 긍정적인 상황

으로 변함에 따라 관련 연구 및 기업들은 주도권을 선점하

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실리콘을 기반(결정질, 비정질)으로 하는 태양전지는 현재 

태양전지 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향후에도 태양전지 

시장에서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

반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실리콘

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전지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기술하

여 향후 태양광 시장의 기술 흐름 및 Grid Parity를 달성하

고 최고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되기 위한 태양광 산업의 

움직임을 논하려 한다. 

본 론

1950년대 처음으로 p-n 접합을 기반으로 한 태양전지가 

개발되었을 때의 변환효율은 약 4.5%였으나, 여러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의 개발로 인해 태양전지의 변환효율은 

급격하게 상승하여 이론적 최고효율이라고 하는 29%에 

근접하게 되었다.
[3]
 현재 최고효율은 Panasonic(구. Sanyo)

에서 발표한 HIT-IBC(Heterojunction with Intrinsic Thin 

layer solar cell-Interdigitated Back Contact) 태양전지

로써 143.7cm
2
의 면적에서 25.6%의 변환효율을 가진다.

[4]
 

본 장에서는 현재까지 태양전지 변환효율 향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던 인자들(소재, 구조 및 공정기술)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

최근 수년간 양적인 성장을 지속해온 태양전지 산업은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산업의 성장이었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었고, 이는 곧 태양전지 시

장의 가격붕괴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태양

전지용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 소재인 폴리 실리콘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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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의 제조비용 분석
[6]

그림 4. 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두께의 경향 및 기술적 한계 두께 예측[5,7]

하락이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금융위기 이전의 가격 보다 

약 4배 이상 하락하게 되었다. 

고효율 태양전지를 위한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의 제조

비용을 분석해 보면, 웨이퍼 원자재인 폴리 실리콘의 구매 

비용보다 웨이퍼 제작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폴리 실리콘의 가격이 낮아지

면 상대적인 웨이퍼 제조비용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태양전지용 실리콘 웨이퍼의 가격 경쟁력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들은 그림 3에서와 같이 주로 잉곳 크기의 증가 

및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 감소를 통해서 태양광 시스템의 

가격구성에서 실리콘 재료의 가격을 낮추는 기술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시장의 가격논리에 사장되지 않

는 웨이퍼 제조기술의 방향은 최소 비용으로 고효율 태양

전지 제작이 가능한 고품질의 웨이퍼를 제작할 수 있는 기

술이어야 한다.

확산형 태양전지(Diffused Solar Cell)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현재까지도 태양전지 시장에

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중에 시판되는 

태양전지 중에서 높은 효율 및 낮은 생산단가로 큰 이점

을 지니고 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크게 단결정 

(Single crystalline) 형태와 다결정(Multi-crystalline) 형

태의 재료로 나뉘며, 기본적으로 p-n 동종접합(Homojunc-

tion)으로서 태양전지에 사용된다. 다음 그림에 연도별 최

상위 실리콘 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효율 변천사를 도시

하였다.

1950년대에 벨연구소에서 최초로 개발된 실리콘 태양

전지
[8]
는 90년도에 이르러서 호주의 UNSW(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대학에서 PERL(Passivated Emitter 

with Rear Locally Diffused) 구조로 24%의 변환효율을 

달성하였다.
[9]
 PERL구조의 태양전지는 여전히 단결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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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도별 태양전지 효율 변화 및 구조

그림 6. 24.7%의 변환효율을 기록한 PERL구조

리콘 태양전지 분야에서 최고의 효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초고효율 태양전지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질 태양전지의 

여러 가지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높은 효율을 갖는 PERL구조의 태양전지를 양

산화 하기에는 복잡하고 많은 공정순서와 그에 따른 생산

비용의 증가가 저가화 및 양산화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초고효율 태양전지와 양산화를 목적

으로 하는 태양전지 사이에는 효율 및 생산비용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구조의 

태양전지의 경우 간단한 구조와 빠른 생산속도 및 저가화 

된 소재를 사용하여 와트 당 생산단가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구조의 태양전지는 19~21%의 양산

효율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 25%의 변환효율을 갖는 

초고효율 태양전지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0년대부터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기술현황 및 

전망에 대한 요약이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10]
 위에서 언급

한 것처럼, p-type을 위주로 형성된 결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시장은 n-type을 기반으로 재편될 예정이며, 기존의 

일반적인 태양전지 구조에서 벗어나 선택적 에미터 형성

기술 및 후면 국부적 접합구조가 일반적인 양산기술에 적

용되어 양산화 및 고효율화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스크린 인쇄방식에서 벗어나 Plating이나 Layer Transfer

와 같은 새로운 전극 형성 방법이 사용되어 Shadowing 

Loss 및 전극부분에서의 직렬저항 성분을 최소화 하여 광

학적 ․전기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기술이 적용 될 것이다.

일반적인 구조를 갖는 양산형 태양전지의 효율을 극복하

고 높은 변환효율을 통한 태양광 시장 선점 및 와트 당 생산

단가의 개선을 위해서 몇몇의 태양광기업들은 기존의 구조

와는 다른 새로운 구조의 태양전지를 양산화 하기 시작했는

데 IBC(Interdigitated Back Contact) 와 HIT(Heterojunc-

tion with Intrinsic Thin Layer), 태양전지가 대표적인 새

로운 구조의 양산형 고효율 구조로 손꼽힌다.
[11,12]

IBC(Interdigitated Back Contact) 태양전지

IBC 태양전지는 1980년대 Stanford University에서 최

초로 개발되었으며
[13] 

전면에 위치하고 있던 Emitter층을 

후면에 배치해서 전면에 있던 Finger와 Bus-bar를 모두 

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IBC 태양전지는 기존 태양전지의 전면에 있던 Finger와 

Bus-bar를 제거함으로 인해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므로, 광흡수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어 단락전

류의 증가를 이룰 수 있다. 또한 그림 8에서와 같이 초기 

20% 초반의 변환효율을 보여주던 IBC 태양전지는 웨이퍼 

두께 및 품질의 최적화, Light Trapping, Passivation을 

통한 누설전류 감소 및 Point Contact면적의 최소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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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BC 태양전지 효율향상의 핵심 기술
[14]

그림 8. Ion Implantation Patterning을 이용한 IBC 태양전지[15]

그림 9. 일반적인 결정질 태양전지와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구조

통해 현재의 25% 변환효율까지 달성할 수 있었다.

기존의 IBC 태양전지는 후면에 Emitter와 BSF(Back 

Surface Field)영역을 모두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Patterning

을 위한 추가적인 공정들이 요구되었다(Photolithography, 

Etching Barrier, etc). 하지만, Ion Implantation기술이 

태양전지에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추가적인 Patterning 

공정 없이 Shadow Mask를 이용한 Ion Implantation기술

로 IBC 태양전지의 생산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IBC 태양전지의 양산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

었다.

이종접합 태양전지(HIT Heterojunction with 

Intrinsic Thin Layer Solar Cell)

결정질 실리콘 기판을 이용한 태양전지 중에서 가장 높

은 변환효율을 보이고 있는 태양전지 구조 중의 하나인 이

종접합 태양전지는 Panasonic에서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태양전지 구조로써 결정질 실리콘 기판의 전후면에 

매우 얇은 비정질 진성 실리콘(i a-Si:H)을 passivation

층으로 증착함으로써, 태양전지 p-n 접합 내부에서의 결

함을 최소화하고 밴드갭 에너지가 큰 비정질 실리콘 도핑

층을 형성하여 광흡수 손실 최소화와 높은 전계효과를 가

질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림 9에서는 동종접합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확산형 

태양전지와 이종접합구조를 가지는 HIT 태양전지의 구조

를 나타내었다.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와 매우 유사한 구조

를 가지는 HIT 태양전지의 경우, passivation을 위하여 진

성 비정질 실리콘(i a-Si:H)층을 표면요철화된 결정질 실

리콘 기판의 전 ․후면에 증착하고, p type의 고농도 비정

질 실리콘(p a-Si:H) 전면에 증착하며 후면에는 n type의 

고농도 비정질 실리콘(n a-Si:H)을 형성한다. 그리고 전 ․
후면의 반사방지막 및 전극으로 사용될 투명전도산화막 

TCO(Transparent Conductive Oxide)와 metal gri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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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기술발전 현황 및 전망

년도

세부사양

1990's

(300 wfs/h)

2000's

(1,000 wfs/h)

2010's

(2,500 wfs/h)

2020's

(5,000 wfs/h)

Wafer

Type P-type(4") P-type(5") P-type(6") P-type(8") N-type

Thickness

(μm)
Ingot

500

Si 25$/kg

(100kg ingot)

350

Si 30$/kg

(100kg ingot)

200

Si 120$/kg

(600kg ingot)

120

Si < 20$/kg
(1200kg ingot)

120

(Yield?)

Emitter RS

Structure
Homogeneous

Emitter

Homogeneous

Emitter

Homogeneous

Emitter + SE

SE, PERC,

MWT, EWT

MWT, EWT,

IBC, Tandem

RS

(ohm/sq)
20 30 50

Low RS-70

High RS-120
120

Front ARC TiO2 SiNX SiNX SiNX Al2O3/SiNX

Metallization

Method Screen Print Screen Print Screen Print

Screen Print

Plating

Layer Transfer

Screen Print

Plating

Layer Transfer

Material Ag Ag Ag Al, Ni+Cu+Sn Al, Ni+Cu+Sn

Width(μm) 150 100 80 60 60

Thickness(μm) 10 15 20 30 30

BSF AI-BSF AI-BSF AI-BSF Local BSF Local BSF

Rear Passivation N/A N/A N/A SiNX,SiO2,AI2O3 SiNX,SiO2

표 2. 확산형과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공정 및 특징 비교

형성한다. 

비정질 실리콘층을 사용할 경우 결정질 실리콘에 비해 

0.6~0.7eV 정도 에너지 밴드갭이 큰 물질이고 매우 얇게 

형성할 수 있으므로 단파장영역에서의 광흡수 손실을 최

소화하여 광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높은 개방전압

과 BSF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밴드갭이 

서로 다른 이종접합의 경우, 격자불일치(lattice mismatch)

가 발생할 수 있지만 비정질 실리콘층을 사용할 경우, 결

정격자가 규칙성이 없이 이루어져있으므로 격자불일치가 

발생하지 않고 결정질 실리콘 기판 위에 전성 비정질 실리

콘층을 증착하여 실리콘 기판 표면의 재결합을 효과적으

로 감소시킬 수 있다.

표 2에서는 확산형 태양전지와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재

료, 공정 및 장비와 특징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인 확산형 

태양전지의 경우 Emitter 형성을 위한 Doping공정과 

Metal Grid 소성을 위한 Firing 등의 공정이 950
o
C 정도의 

높은 온도가 요구되나 비정질 실리콘의 이용하여 Emitter 

및 BSF형성하는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경우 대부분의 공

정이 200
o
C 이하이고 온도가 가장 높은 Firing 공정 또한 

200
o
C정도이므로 thermal damage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비정질 실리콘은 Metal Grid를 통해 carrier 

collection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carrier mobility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와 흡사하게 

반사방지막의 역할과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명전도

산화막을 전후면에 반드시 형성하여야 한다. Metal Grid

의 경우도 비정질 실리콘 내부의 수소결합 파괴를 막기 위

해 낮은 온도에서 소성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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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 발전 동향

그림 11. IBC 구조를 가지는 이종접합 태양전지
[16]

그림 12. 에너지 밴드갭 매칭에 따른 이론적 변환효율
[17]

그림 10에서는 1992년 처음으로 i a-Si:H를 이용해 

Surface Passivation되는 이종접합 구조의 태양전지를 제

작한 이래로 2014년까지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발

전동향을 나타내었다. Panasonic에서 고품질의 비정질 

실리콘을 이용한 Passivation 특성 향상 및 Emitter 제작, 

Metal Grid의 공정 변화 등 핵심요소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2011년에는 제조단가 저감

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 200μm의 wafer 두께를 98μm로 

줄임에 따라 단락전류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bulk 재결함

이 확연히 감소하므로 큰 개방전압의 향상을 이루어 최종 

변환효율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2013년 02월에 

bifacial-HIT구조로 101.8cm
2
의 면적, 98μm 두께의 실리

콘 기판을 이용하여 24.7%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그림 11은 2014년 4월에 Pamasonic에서 143.7cm
2
의 

면적, 98μm 두께의 실리콘 기판을 이용하여 emitter와 

BSF를 후면에 형성한 HIT-IBC 구조로써 광손실 최소화 

및 광이용률을 극대화하여 단락전류를 향상시켜 25.6%의 

초고효율을 달성하였다.
[4]

실리콘 기반 적층형 태양전지 

(Silicon based Tandem Solar Cell)

기존의 실리콘 기판을 이용한 태양전지의 경우 전파장 

영역에 걸친 광이용률이 적층형 박막 태양전지보다 효율

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bottom cell을 결정질로 

이용하고 top cell을 적층하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림 12는 top cell과 bottom cell의 에너지 밴드캡 매

칭에 따른 이론적 효율을 나타낸 것으로 이론상 효율 한계

치인 41%까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17]

실리콘 기판을 이용한 적층형 태양전지에 관한 연구는 

전세계 다양한 연구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리

콘계 박막태양전지를 이용하는 경우와 Perovskite, CIGS

등 다양한 화합물계 top cell로 형성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림 13 은 실리콘을 이용한 적층형 태양전지 중 실리콘

계 박막 태양전지를 top cell로 이용한 형태이며 일본의 

Tokyo Tech.와 AIST의 공동 연구팀과 국내 성균관대학교 

ICDL에서 각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연구팀은 2011

년도에 10.7% 정도의 초기효율을 얻었으며 최근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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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리콘계 top cell을 이용한 실리콘 적층형 태양전지의 구조
[18]

그림 14. SiNW top cell을 이용한 실리콘 적층형 태양전지의 구조
[17]

그림 15. Perovskite top cell을 이용한 실리콘 적층형 태양전지의 구조

ICDL 연구팀에서는 a-SiGe:H을 top cell로 이용하여 16% 

효율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 Tokyo Tech.의 Makoto Konagai 연구팀은 

AIST, Panasonic, Kaneka 등 일본 내 산학연 뿐만 아니

라 IMEC, ECN, NSTDA 등 국제 공동 연구팀과 함께 top 

cell의 형태를 SiNW(Silicon Nano-Wire)로 형성하는 실

리콘 적층형 태양전지를 제작하여 30% 이상의 변환효율

을 목표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14는 제안한SiNW/c-Si 적층형 태양전지로써 top 

cell에 사용되는 SiNW는 Nano-Wire를 이용하여 에너지 

밴드캡을 1.1.~1.7eV로 조절하고 Al2O3를 사용하여 SiNW

의 Surface Passivation하여 실리콘 초고효율 적층형 태

양전지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림 15는 MIT와 Stanford 공동연구팀에서 Perovskite 

top cell을 이용하여 연구중인 실리콘 적층형 태양전지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아래의 구조를 이용하여 13.7%의 

초기효율을 얻었다.
[19]
 

이처럼 최근에는 초고효율 태양전지를 위해 기존의 실

리콘 기판형 태양전지를 bottom cell로 사용하고 다양한 

물질 및 형태의 top cell을 적층하는 형태의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결 론 

2013년, 2014년에 걸쳐 ITRPV의 성장 전망치를 상회할 

만큼 세계 태양광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18%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총 매출의 약 70%를 

점유할 만큼 태양광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으

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본다면, 향

후에도 결정질 태양전지의 지속적인 기술소재개발과 투자

로 높은 점유율이 예상되며, 박막을 이용한 이종접합 태양

전지 및 적층형 태양전지 또한 효율향상 및 차세대 태양전

지로써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

결정질 태양전지 및 모듈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핵심요소기술과 

설비개선 위주의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Fast Follower”의 입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

을 통한 “First Mover”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재에

서부터 공정, 셀, 모듈, 시스템까지 이르는 Value Chain의 

최적화와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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