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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균형 및일본의 원전 사고에 따른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높은 가격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성된이산화탄소는지구대기권에존재하여마치

지구전체가비닐하우스를덮어쓰고있는상태와같

은온실효과의원인이된다. 따라서, 에너지비중의
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화석연료와원자력에의존

하는에너지공급체계에서벗어나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중 태양광발전은 고
유가 시대 화석에너지의 대체, 온실가스 저감효과,
관련산업의성장에따른이윤창출측면에서에너지

수급안정, 환경보존, 경제성장의순환고리를이어
주는핵심역할을할수있는중요한산업으로써건

설, 주택, 기계, 전자, 전기기기, 정밀기기, 화학산업,
반도체 등 관련산업의 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이므

로새로운거대시장의창출이기대되고있다. 태양
에너지는인류에게적어도 50억년이상에너지공급
이가능한무한에너지로써현재태양광발전의실용

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태양광시장은 독일, 스페인 중심에서 향후에는 독
일, 미국및중국중심으로재편될것으로전망하고
있다. 유럽에서가장태양광산업이활성화된독일은
재생에너지법 (EEG, 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을 기반으로 고정가격제, R&D 투자, 태양광
Roofs-top 보급계획, 솔라밸리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고,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2009년부터연차별보급한계용량을설정하여이를
초과 또는미달하는 경우 기준 가격을조정하고 있

으나, 지원하는 발전용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미국
은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투자하여 500만개의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
년까지전체공급전력의 10%, 2025년까지 25%를재
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의무할당제 제도를

시행하고있고, 2008년발전차액지원제도를승인한
캘리포니아주를포함하여 10개주가발전차액지원
제도도입을검토중에있다. 일본은Cool Earth 50에
서 21개의 혁신적 에너지 기술을 우선개발 기술로
선정하였는데, 이중혁신적태양광발전을포함하였
고, 태양광산업의활성화를위해태양광주택에 kW
당 7만엔의보조금지원및기업에도설치비용의일
부와세액공제혜택을주는의무할당제이외에 2009
년부터 보조금 제도를 부활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의시행을발표하였다. 세계 2위의에너지소비국인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예산의

50%를지원하고, 특히계통연계가되지않는지역에
는 설치비용의 70%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과학원은 2050년까지 3단계 (최근단계, 중기단계, 미
래단계)로나누어에너지과학기술발전로드맵을제
시하였다. 국내에서도반도체산업인프라를활용하
여 적극적으로 태양광산업을 확대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통한에너지수출산업으로의초석을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현재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크게



전기전자재료 제24권 제10호(2011년 10월) 1111

<< 테마기획 : 태양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전 세계 태양광시장 현황에

대해알아보고자한다.

2. 전 세계 태양광 시장 현황

2.1  폴리실리콘 (Poly-Si)
폴리실리콘 생산용량은 기존 및 새롭게 개발된

공정으로 UMG (Upgraded Metal-lurgical Grade)
실리콘을 석출하여 생산된 고순도 반도체급

(Semiconductor grade) 실리콘으로부터 태양전지
급 (Solar grade) 실리콘까지모든범위를포함한다.
전 세계 주요 폴리실리콘 공급 업체로는 Hemlock
Semiconductor (North America), MEMC
Electronic Materials (North America), Mitsubishi
Materials Polycrystalline Silicon (Japan), Osaka
Titanium (Japan), REC (Norway), Tokuyama
Corporation (Japan) 및Wacker (Germany)이다. 또
한 OCI Chemical (South Korea), KCC (South
Korea), Taiwan Polysilicon (Taiwan), GCL Silicon
(China), LDK Solar (China), Daqo Group (China)
및 Renesola (China)과같은폴리실리콘신생업체
는태양광분야를위한생산을목적으로한다. 2010
년전세계폴리실리콘생산용량은약 232,490톤에
이르렀다. 전년대비 (2009년 124,050톤) 87.4% 성장

한 수치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한 상승세가 이

어지고 있다 . 주요 5대 기업 (Hemlock, OCI,
Wacker, GCL, REC)의 생산용량은 124,000톤으로
전체생산용량의 53.3%를차지하고있으며이는전
년대비 (87,650톤, 70.6%) 17% 감소한수치이다. 하
지만태양광수요의급격한상승에따라주요 10대
기업을제외한업체의생산용량이전년대비 5배이
상향상되었기때문에전반적으로생산용량은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 장기
계약 조건하에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된 이래로 특

별히 공급/수요의 제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현재의공급/수요조건은적어도 2013년까지
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므로선도기업과신생

기업간의 생산용량 차이는 더 크게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2.2  웨이퍼
웨이퍼 두께는 현재 태양광산업을 위한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최소한의
실리콘사용을가능하게하므로생산단가를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박형웨이퍼는 더욱 파손되기 쉽고
취급부주위로인한제조수율에큰영향을미칠수

있으므로 웨이퍼로 부터모듈화 제조 공정 동안주

위를요구한다. 이러한관점에서, 최근에개발된기
술력을활용한통합된제조운용방식은최상의공정

그림 2. 전 세계 주요 업체별 웨이퍼 생산 용량
(Source : 포톤컨설팅).

그림 1. 전 세계 주요 업체별 폴리실리콘 생산 용량
(Source : Solar&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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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을제공하고, 가격적인잇점을제공하는중요한
요소이다. 폴리실리콘 생산량 및 태양광 시장의 전
반적인성장과더불어, 실리콘잉곳및웨이퍼부분
에서의 공급망에서도 역시 큰 상승을 수반하였다.
전세계웨이퍼생산용량은전년대비 (2009년 16,670
MW) 약 14% 증가한 19,000 MW로주요 10개업체
의생산용량은전년대비 64% (4,095 MW) 증가하였
고, 기타업체의생산용량은 17% (1,765 MW) 감소함
으로써주요업체의생산용량이크게증가하고있음

을알수있다. 특히, 약 100여개의태양전지급잉곳
및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를 보유한 중국은전 세

계에서가장많은웨이퍼생산용량을소유할국가로

써, 주요 10개업체중 5개를보유하고있고이들업
체의총생산용량은 6,200 MW를나타낸다. 또한, 중
국의 전체 웨이퍼 제조업체 중 상위 20개 업체에서
약 70% 이상의생산을담당하고, 그외업체에서생
산되는생산용량은 100 MW 이하이다.

2.3  태양전지및모듈
전세계결정질및박막태양전지생산량은 2009

년 12.5 GW와비교하여 118% 증가한 27.2 GW라는
경이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27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거나 평균적인 규모의 석탄 및 천

연가스 발전소를 50개 가동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이다. 1999년이후의전세계태양전지생산량

추이를분석해보면, 해마다꾸준한상승세를이어
오고있다. 특히 2008년도 85%의높은성장률을기
록하고 외환위기 및 원부자재 폭등에 따른 약간의

상승세 둔화가 있었으나 2010년 118%의 고도성장
을이끌었다. 또한, 최근 4년동안의성장률은이전
과 비교하여 태양전지 산업의 놀라운 산업화를 실

감할수있는좋은예이다. 지역별로는중국과대만
이 전 세계 태양전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인 59%를
차지하고있고, 유럽 13%, 일본 9%, 북아메리카 5%
및그외국가에서 14%의점유율을나타내고있다.
재료별분류에따른태양전지생산량점유율에서는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가다결정실리콘태양전지

52.9%,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33.2%를 차지함으
로써 총 88.2%를 나타냈고 CdTe를 비롯한 박막형
태양전지는 약 13.9%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특히,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생산량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약 14.4 GW의높은증가율을기록
하고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중국및대만의태양전지

생산량점유율은전세계약 59%를차지하고있다.
주요 10대기업에도중국 4, 대만 2개의업체가포함
되어 있을만큼 태양전지 제조 분야에서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Suntech Power社는 2004년
이래로 태양전지 주요 10대 제조업체 중 가장 효과
적인경영을수행했고, 2009년세계 2위에이어 2010
년 최고 생산량은 기록한 업체이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전지 생산량은 전년대비 125% 상승한
1,585 MW를 나타냈고, 제조된 태양전지의 33%는
단결정실리콘태양전지, 67%는다결정실리콘태양
전지로 구성되어 있다. 막대한 투자를 통한 대용량
증설로 Suntech Power社와 함께 중국 태양전지 시
장을이끌고있는 JA Solar社는 2010년 1,463 MW를
생산하여전년대비 181%의놀라운성장률을기록함
으로써 세계 2위 생산업체로 발돋움 하였다. JA
Solar社는 2011년에단결정 880 MW, 다결정실리콘
태양전지 1,320 MW를 포함한 총 2,200 MW로 약
50%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First
Solar社는 Cadmium-telluride (CdTe) 박막형 태양
전지생산하여 2009년에세계 1위의태양전지생산
량을기록했고, 2010년전년대비 118% 증가한 1,411

그림 3. 전 세계 연도별 태양전지 생산량 추이 (Source
: Photo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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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를나타냈다. 태양전지는말레이시아공장에서
약 953 MW, 미국및독일공장에서각각 205 MW를
생산하였다. 지속적인증설및연구개발을근간으로
다각도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Q-cell社
는 생산량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73% 증가한 1,014
MW로 5위에있으나, 점유율면에서는 2009년에비
해약 1% 정도하락하였다. 생산된태양전지의약 75
MW는 Copper-indium-gallium-diselenide (CIGS)
태양전지로구성되어있다.
전 세계 2010년 모듈 생산량은 전년대비 53% 상

승한 21,700 MW를 나타냈다. Suntech power社는
2010년에전년대비 80%의상승한 1,800 MW의태양

광 모듈을 제조하여 타 경쟁사와 비교하여 월등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2009년에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던 First Solars는전체시장규모와비교하여
성장률은 17%로써약 1,430 MW를기록했다.

2.4  태양광발전
태양광 설치량은 2010년에 전년대비 139% 성장

한 18.2 GW, 누적 설치량은 약 41 GW를 기록하였
다. 또한태양광시장은 2009년 400억불에서 2010년
105% 성장한 820억불을형성하였다. 전세계태양광
수요의 80%를차지하고있는주요 5대시장은독일,
이탈리아, 체코, 일본 및 미국이다. 유럽 국가들은

그림 4. 전 세계 주요 태양전지 제조업체 및 생산량
(Source : Photon International).

그림 5.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주요 업체 순위 (Source
: 디스플레이뱅크, Solar&Energy, RTS).

그림 6. 전 세계 연도별 태양광 설치량 추이 (Source :
Solarbuzz LLC).

그림 7. 주요 국가별 2010년 태양광 설치량 (Source :
Solarbuzz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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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 세계 수요의 14.7 GW (81%)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체코의 수요는 그 중에
서 12.7 GW의수요처이다. 신흥시장으로부각중인
일본 및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각각 전년대비

101%, 96% 상승하였다. 최근유럽에서의보조금지
원삭감으로인하여태양광산업은성공적인수행을

위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보완이 시

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 보
급및초기시장창출을위해실시되고있는발전차

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FIT)는정부가신재생에
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15~20년간 일정한 기준가격
으로구매해주는방식이며, 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는에너지사업자에게에너
지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하도

록강제하는방식이다. 독일, 덴마크, 스페인등유럽
에서주로발전차액지원제도를운용하고있으며의

무할당제는미국, 영국, 일본, 호주등에서시행하고
있다.

3. 국내 태양광 시장 현황

폴리실리콘분야는 2008년 3월부터동양제철화학
(OCI)이제품상용화를시작한이래로, 2010년처음
으로 매출액 1조 원대에 진입하였으며, 세계 2위의
폴리실리콘 생산용량 (27,000톤)을 자랑하고 있다.
OCI외에도한국실리콘, KCC가생산을시작하였고

LG화학, 웅진폴리실리콘, 한화케미칼, 삼성석유화
학등국내의대표적인화학회사들이폴리실리콘생

산을위한시운전중이거나생산계획을발표하고있

다. 국내 태양광 잉곳·웨이퍼 분야에는 웅진에너
지, 렉서, 오성엘에스티, 넥솔론, 네오세미테크등 7
개社가양산체재를갖추고있다. 태양전지제조부
문에서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LG전자는
경북구미에태양전지공장을준공하고 1조원을투
자해 5년내에매출 3조원을목표로하고있고, 삼성
전자는태양전지사업에 6조원을투자하여 10년내
에 매출 1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
다. 또한한화케미칼은 2010년까지태양전지생산량
을기존 30 MW에서 10배가넘는 330 MW로증설하
고 2015년매출 1조원을달성하겠다는목표를발표
했다. 현재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의경우, 2010년
생산용량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330 MW, 신성홀딩
스 250 MW, LG전자 100 MW, KPE 100 MW, 미리넷
솔라 90 MW, STX 솔라 50 MW, 삼성전자 30 MW,
한화 30 MW 수준이고, 박막 태양전지는 한국철강
(20 MW)과 알티솔라 (25 MW)에서 상용화 라인을
갖추고 5세대급 비정질 실리콘 단일접합 태양전
지·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도 국내
태양전지 제조용량은 2009년 923 MW와 비교하여
약 72% 증가한 1.59 GW, 2015년에약 13.6 GW에이
를 것으로 전망하고, 태양전지 생산량 및 수익은
2009년 206 MW, 520백만$에서 2015년에는 10 GW,
9,180백만$의상승을예상함에따라더욱거대한핵

심기술 산업으로의 급부

상이예상되고있다. 태양
광설치량은 2008년도 278
MW, 2009년도 159 MW,
2010년 130 MW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정부차원
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

대, 의무 할당제 (RPS) 도
입 및 공공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상용의무화 강화

에 따라 수요는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

고있다. 

표 1. 국내 태양광 Value-Chain별 분석 (Source : 지경부 보도자료,
2010.10).

폴폴리리실실리리콘콘 잉잉곳곳··웨웨이이퍼퍼 태태양양전전지지 모모듈듈 시시스스템템

생산용량 36,200톤 2,630 MW 1,589 MW 1,650 MW 180 MW

세계시장

점유율
18.40% 12,00% 5.50% 5.40% 1.10%

기술경쟁력

(선진국=100)
98~100 91 90~91 91 91~95

투자금액 15,570억원 1,600억원 2,209억원 465억원 6,622억원

고용인원 1,650명 1,560명 1,560명 2,150명 3,286명

수출비중 80% 65% 9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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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전 세계적으로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에너

지변환과정에서이산화탄소를다량배출하는높은

가격의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이런 과정에 의해 배
출된이산화탄소는지구대기권에존재하여마치지

구전체가비닐하우스를덮어쓰고있는상태와같은

온실효과의원인이된다. 따라서각국에서는이러한
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대체에너지개발노력이다

각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활발히 연구개발이
진행되고있는분야중의하나가태양광발전이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 태양광시장 동향을 각 세부

분야별로 심도 있게 다루었고, 다양한 요소별 평가
에의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향후 시장 동향을 전

망하였다. 또한에너지해외의존도에서 97%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태양광발전 개발에

대한논의및향후전개될정부차원의활성화노력

에대하여설명하였다.
에너지원으로써태양광발전의실용화보급은현

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
의주도하에대규모의태양광발전소가지속적으로

증설되고있고, 전기자동차의생산을의무적으로확
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
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비용을 일정 부분 무
상지원해주고있으며, 국가차원의대규모태양에너
지개발계획추진및국제기구의협력이활발히진

행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
면에서세계최고기술을보유하고있는우리나라는

태양광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고도로 발달시키

기위해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과 기반 시설을 확충

을나가야한다. 이를기반으로국내에서태양광발
전에대한인식을재정립하고정책적인지도를강화

하면향후 태양광 발전의 실용하는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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