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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1. 서 론

태양전지는 태양광을 흡수하여 전기를 생산하

는 광전변환소자이다. 1939년 프랑스의 과학자 

Becquerel에 의해서 광전효과(photovoltaic)가 

처음 발견되었으며, 1954년 미국 Bell Lab에서 

Si 반도체를 이용한 최초의 태양전지를 개발하였

다. 초기의 태양전지는 주로 우주용 태양광 패널

로 활용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지상용 태

양광 발전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기

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소자로 주

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Si, GaAs, CIGS, CdTe, 

염료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 등 다양한 재료

를 이용한 태양전지들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연

구되고 있으며, 태양전지의 효율기록도 매년 갱

신되고 있다 [1].

현재 가장 높은 광전변환효율을 기록하고 있

는 태양전지는 다중접합 구조의 III-V 화합물 반

도체 태양전지이다. 지표면 조사 조건(AM1.5 

global)에서 38.8% [2], 집광 조사 조건(AM1.5 

direct)에서 46.0%(508x) [3]로 매우 높은 효율

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중접합 태양전지는 이론

상 50% 이상의 효율 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

후 수 년간은 계속해서 기록이 갱신될 것으로 예

상된다 [4]. 이와 대조적으로 Si 태양전지의 효

율은 27.6%(92x)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단일접

합 구조로는 발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염료감

응, 유기, CZTSSe 등 저가형 박막 태양전지의 효

율은 최고 12.6% 수준이

며, 최근 한국화학연구

원(KRICT)에서 20.1% 

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태양전지를 

개발하여 주목 받고 있

으나 아직까지는 Si 태양

전지의 효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40% 이상

의 고효율 달성이 가능

한 III-V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기술을 소개하그림 1.  태양전지의 종류별, 연도별 세계 효율 기록(미국, N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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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활용분야와 시장전

망, 국내외 기술개발동

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자 한다.

2. III-V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I I I-V 화합물 반도

체 태양전지는 GaAs, 

I nGaAs ,  A lGaAs , 

InGaP, AlGaInP 등

과 같이 III-V족 원소

의 화합물 반도체 재료로 구성된 태양전지를 말

한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 자체

의 물성이 우수하고, 태양광을 보다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접합 구조 구현이 가능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광전변환효율 달성이 가

능하다. 40% 이상의 높은 효율을 기록하고 있

는 InGaP/(In)GaAs/Ge 삼중접합 태양전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밴드갭이 다른 

세 종류의 태양전지가 연결된 적층구조로 되어 

있다 [5]. 밴드갭 크기 순으로 적층된 각각의 태

양전지 셀이 서로 다른 파장영역의 빛을 순차적

으로 흡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전기적

으로 직렬연결 구조이기 때문에 총 전류는 제한

되지만, 총 전압은 각 태양전지 전압의 합만큼 

증가하여 단일접합 태양전지 이상의 효율 달성

이 가능하다.

Si 태양전지와 InGaP/InGaAs/Ge 태양전지

의 태양광 흡수 스펙트럼을 비교해보면 그림 3

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6]. 단일접합 구조의 Si 

태양전지는 전체 태양광 스펙트럼 중 노란색 영

역만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데, 이

는 p-n 접합 구성 물질의 밴드갭에 따라 열 손

실 및 투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InGaP/InGaAs/Ge 태양전지는 보다 넓은 영역

의 태양광 스펙트럼을 흡수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 밴드갭을 보다 세분화하여 

사중접합 이상의 태양전지 구조를 구현할 경우 

50% 이상의 효율 달성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

3. 활용 분야

III-V 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는 가격이 비싸

지만 효율이 매우 높고, 내열성 및 내방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로 우주용 태양광 패널로 활

용되어 왔다. 1980년대부터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기술 선진국에서 III-V 화합물반도체 태양그림 2. 삼중접합 태양전지의 광흡수 개념도.

그림 3.  Si 태양전지와 InGaP/InGaAs/Ge 태양전지의 태양광 흡
수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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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기반의 태양광패널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인공위성에 삼중접합 

구조의 InGaP/GaAs/Ge 태양전지가 사용되고 

있다. 미국 Spectrolab은 260만회 이상의 비행

경험으로 우주환경에서의 소자 신뢰성도 확보

하고 있다 [7].　

최근에는 고효율 III-V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

지를 지상용 태양광발전에 사용하기 위한 저가

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발전단가를 실리

콘 태양전지 수준으로 낮춘 집광형 태양광발전

(CPV) 시스템이 개발되어 현재 상용화 초기단

계에 있다. 그림 5와 같이 저렴한 프레넬 렌즈

나 타원형 거울을 이용한 집광용 광학계와 2축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고가의 반도체로 

제작되는 태양전지 사용면적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집광기술을 통해 III-V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기반 CPV 시스템의 가격 경쟁력 확보

가 가능하다.

4. 시장 현황 및 전망

4.1 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 집광형 태양광 발

전 시스템은 발전단가를 가장 많이 낮출 수 있

는 잠재력이 큰 기술로 알려져 있으나, 그 동안 

낮은 금융가능성으로 인해 더딘 산업성장을 보

여 왔다. 2008년 경제위기 침체에서 벗어나 재

도약을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으며, IHS 보고서

에 따르면 세계 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 집광

형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은 2015년도에 425 

MW에서 2020년에는 1,362 MW로 고속 성장

을 예상 하고 있다 [9]. III-V 화합물 반도체 기

반 집광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최근 Soitec, 

Amonix 등의 기업이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

으로 Si 사업자를 제치고 몇몇 대형발전 사업을 

수주한 바 있으며, 그 동안 기술적 검증이 많이 

되었다. 특히 고효율 III-V족 화합물반도체 태

양전지의 경쟁적 개발과 단가 하락으로 고집광 

그림 4.  상용화된 인공위성용 InGaP/GaAs/Ge 
태양전지.

그림 5.  렌즈형(a)/미러형(b) 집광형 태양광발전
(CPV) 시스템.

(a)

(b)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8권 제10호 (2015년 10월)  13

태양광 발전의 선순환적 시장구조를 서서히 형

성하고 있다. 

2011년 실리콘 태양전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

과 독일, 스페인 등 유럽 태양광시장의 보조금 

삭감정책으로 인해, 우수한 일사량 환경과 상

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제를 운영하는 국가 또

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조금 없이 발전단가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상업발전으로 태양

광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낮은 설치가격, 높은 에너지 효율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태양광 기술의 급격한 성

장이 예상된다. 특히, 고 일사량 지역에 부합하

는 High Energy Yield (KWh/KWp), 우수한 고

온 발전특성, 대규모 설치 용이성의 장점을 갖

춘 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 집광형 태양광 발

전 기술은 향후 대규모 상업발전소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 고집광 태양광 발

전 시스템은 500배 이상의 집광배율에서 III-V

족 화합물계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시켜 모듈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향

으로 가고 있다. 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 고

집광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실리콘 태양전지와 유사한 발전 단가를 달성하

는데 유력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 고집광형 태양광 발전 시스

템을 통한 대량 전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 집광형 태양전지 

생산능력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Soitec 280 

MW, Suncore 200 MW, Solar systems 50 

MW, Amonix 30 MW, Magpower는 10 MW

이고 집광형 태양전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더

욱 더 성장 할 것으로 예상 된다 [10].

4.2 국내 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 태양광 발전 업계는 대기업 중심으로 대

규모 생산이 가능한 결정질 실리콘 위주로 산업

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종소기업 중심으로 집광

형 태양광 발전 장치에 대한 기술이 축적되어 

가는 단계이나, 광학시스템 기술, 냉각기술, 추

적기 기술 등 주요 부품 및 제조기술에 대한 획

기적인 연구 및 양산 공급이 아직 활발하지 못

한 상태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주관으

로 집광형 태양광발전

모듈 성능시험의 국내 

인증을 위한 준비가 진

행 중(KS IEC 62108)

이며, 2012년 전후 인

증 시행 시 한국이 아시

아지역 집광형 태양광

발전 시장의 거점으로

서의 입지를 굳히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그림 6.  세계 III-V 화합물 반도체 집광형 태양
광 발전 시스템 설치 용량 [9].

그림 7.  2013년도 기준 세계 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 집광형 태
양광 발전 시스템 생산능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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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 고집광 태양광 발

전 시스템의 경우 국

내에서 상용화된 사례

가 전무하며, 대부분은 

test 형태로 시험 생산

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에 애니캐스팅을 포함

하는 몇몇 회사에서 집

광형 태양전지 모듈 및 

트랙커에 대한 연구 개

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기술 개발이 완료되

면 제품의 양산 및 사업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

상한다. 

5. 기술 현황 및 전망

5.1 해외 기술 현황 및 전망

IHS에서 예측한 세계 태양광 산업의 규모는 

2013년에 13.2 GW에서 2016년에 18.7 GW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일사량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2013년 2.5 GW에서 2016

년에 5 GW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하므로 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 집광형 태양

전지의 연구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III-V 화합물 반도체 기

반 집광형 태양전지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 태양전지 연구 개

발 동향을 보면, Fraunhofer와 Spectrolab은 

InGaP/InGaAs/Ge의 전형적인 격자 정합 삼

중접합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고, Solar Junction은 InGaAsNSb의 새로운 

1eV 물질을 사용한 삼중접합 태양전지 구조를, 

Sharp, Emcore, Spectrolab, Azurspace는 

metamorphic를 구조를 이용한 다중접합 태양

전지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효율을 기록한 Fraunhofer와 Soitec

은 wafer bonding을 이용한 화합물 반도체 다

중 접합 태양전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1].

미국의 경우, high-Performance (HiPerf) 

PV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기존의 태양전지 보다 

2배 이상의 성능향상 및 태양전지 시장의 활성

화를 목적으로 고효율 다중접합 태양전지 R&D

가 진행 중에 있다. III-V 화합물반도체 기반의 

집광형 다중접합 태양전지를 개발하여 2020년

까지 50% 셀 효율 및 40% 시스템 효율을 달

성하고 시스템 가격을 1 $/Wp 이하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도부터 초고효율 다중

접합 III-V 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 R&D 프로

젝트 (NEDO)를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의 목적

그림 8.  세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용량과 
높은 일사량 지역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용량 [10].

그림 9.  주요 연구 기관의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연구 동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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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고효율 III-V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를 

고배율로 집광하여 태양전지의 면적을 기존대

비 1/500 수준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저가의 집

광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NEDO 주도로 셀 효율 38.9%(489x), 모듈 효

율 28.1%를 달성하였으며, Si 태양전지 모듈과 

비슷한 950 kWh/kWp 및 박막 모듈과 동등한 

0.15 kg/W 수준의 경량화를 실현하였다. 

5.2 국내 기술 현황 및 전망

국내의 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 태양전지 

관련, 제조/생산 및 모듈 업체는 없으며, 태양

전지 연구가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 ETRI, 

KIST, KOPTI 등에서 MOCVD와 MBE 장비 등

을 이용하여 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 에피 성

장 및 태양전지 제조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한국나노기술원은 2008년부터 아주대

와 공동 연구로 III-V 화합물 반도체 기반의 다

중접합 태양전지 기술을 연구하여 왔으며, 다양

한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내의 태양전

지 효율기록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 III-V 다중

접합 태양전지는 태양광을 보다 효율적으로 흡

수하고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광전변환효

율 달성이 가능한 차세대 태양전지이다. 2008

년 국내 최초로 25.58% 효율의 InGaP/GaAs 

이중접합 태양전지를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이

슈가 되었으며, 2015년 현재는 세계 수준의 

InGaP/InGaAs/Ge 삼중접합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하였다. 20층이 넘는 적층형 다중접합 구

조를 고품위로 성장하는 MOCVD 에피기술과 

저항손실을 최소화하는 소자제작 공정기술을 

연구하여 160배 집광시 40.46%의 효율특성을 

갖는 고효율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이는 동일

구조 태양전지의 세계 최고효율(41.6%)에 근접

하는 기록으로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했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기판박리 

기술을 이용한 박막형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 인공

위성, 항공기, 선박, 자동차, 민·군용 웨어러

블 장치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초경량 플렉시블 

태양전지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6. 결 론

III-V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의 최대 장점

은 경쟁기술대비 월등히 높은 광전변환효율이

다. 다양한 다중접합 구조 개발을 통해 50% 이

상의 효율 달성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 초고효율 태양전지의 핵심 기술이 될 가

능성이 높다. 원자재 가격이 비싸고 제조비용

이 높은 단점이 있으나, 박막형 소자제작 및 기

판재활용, 집광기술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 해

외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사중접합 이상의 초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주

용 태양광패널 및 집광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상

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구소와 대

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나, 최근 집광효

율 40% 이상의 삼중접

합 태양전지가 개발되

며 기술 선도국과의 격

차가 좁혀진 상태이다. 

향후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와 기업의 적극적

인 대응이 이루어진다

면 국내기술로 세계 최

고효율 기록을 갱신하
그림 10.  한국나노기술원 InGaP/InGaAs/Ge 태양전지의 집광효율

특성(좌) 및 J-V curve(우).



16 테마

테 마 기 획     _ 화합물 반도체

고,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것도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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