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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u(In,Ga)Se2(CIGS) 태양전지 연구개발은 1970년대부

터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유리 및 플렉서블 기판에서 모두 

20% 이상의 고효율을 달성하였으며, 상용화도 성공적으

로 이루었다. 최근 태양전지의 초고효율화를 위한 방안으

로 태양전지를 적층하는 다중접합 태양전지 특히 제조원

가를 고려한 탠덤 구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상부셀로 적용하

였을 때, 29.5%의 초고효율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로 보면 태양전지의 탠덤 구조는 초고효율화 달성에 

필연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초고효율화

와 더불어 BIPV, VIPV, 모바일소자 등 심미성, 경량성, 유

연성을 갖춘 다기능성 태양전지에 대한 요구까지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유연한 하부셀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초고효율 유연 탠덤 태

양전지의 하부셀로 유연 CIGS 박막 태양전지가 적합한 선

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CIGS 박막 

태양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탠덤 태양전지의 연구개발 현

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유연 탠덤 태양전지의 전망에 

대해서도 기술하고자 한다.

서 론

전반적인 태양전지 연구개발의 동향은 미국 DOE 소속 

NREL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Best Research-Cell Effi-

ciencies 차트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여러 

그림 1. (상) Shockley-Queisser Efficiency Limit를 보여주는 차트[1] (하) 다중접합 태양전지의 개념 및 이론 효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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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 소재와 구조 중에서 Emerging PV로 분류된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빠르

게 효율 상승을 보이고 있다.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의 

효율도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또한 다중접합 태양전

지의 경우, 3-5족 기반의 다중접합이 주를 이루다가 최근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그리고 페로브스

카이트/CIGS 박막 태양전지의 탠덤 태양전지의 연구결과

가 NREL 차트에 추가될 정도로 이 분야의 연구개발은 급

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탠덤 태양전지의 효

율은 SQ(Shockley-Queisser) limit에 근거한 단일접합 

태양전지의 이론적 효율인 31~33%에 근접하고 있다. 이

는 서로 다른 에너지밴드갭을 가지는 태양전지를 적층하

게 되면 태양광 스펙트럼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문헌에 따르면 탠덤 태양전지는 이론

적으로 40% 이상의 효율 달성도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상부 태양전지로 사용하는 탠덤 

태양전지의 연구개발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 2의 NREL 차트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의 최고 효율은 영국 Oxford PV 사

에서 달성한 29.5%로 단일접합 태양전지의 이론 효율에 

근접할 정도 상당히 높다. 또한 하부셀로 CIGS 박막 태양

전지를 사용하는 연구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HZB 연구기관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CIGS 탠덤 태양전

지의 효율을 24.2%까지 달성하였다.[3] 그리고 건물적용형 

태양전지 혹은 이동형 태양전지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기 응용처에 적용되기 위해

서는 가볍고 유연한 태양전지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고효율과 유연성을 함께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효

율 유연 태양전지에 적합한 CIGS 박막 태양전지를 하부셀

로 하는 탠덤 태양전지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번 글에서는 CIGS 박막 태양전지 하부셀을 기반으로 하는 

탠덤 태양전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CIGS 하부셀 기반 탠덤 태양전지 연구개발 및 

이슈

CGS/CIGS 탠덤 태양전지

Cu(In,Ga)Se2(CIGS) 박막 소재는 In/Ga 원소의 비율에 

따라서 에너지밴드갭을 1.0~1.68eV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에너지밴드갭 가변성을 이용하여 1.68eV의 큰 에너

지밴드갭을 가지는 CuGaSe2(CGS) 박막 태양전지를 상부

셀로 사용할 수 있다. 혹은 CIGS 박막에 Ag를 첨가함으로

써 에너지밴드갭을 증가시켜 상부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 미국 DOE NREL에서 발행하는 Best Research-Cell Efficiencies 차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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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S에 Ag가 첨가될 경우, CGS 박막보다 우수한 미세구

조를 가진 박막을 제조할 수 있다.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ACIGS/CIGS 탠덤 태양전

지 4단자 구조를 제작하였을 때 4.9%가 달성되었고, 2단

자 구조를 적용하였을 때는 3%로 효율이 감소하였다.[4] 2

단자의 효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직 재결합층의 최적화

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부셀을 제작하는 과정 중 특히, 

CIGS 박막 증착 시 고온의 공정(>550°C)이 수반되기 때문

이다. 이 경우, 하부셀의 원치 않는 계면 간 물질 확산이 

발생하고, 이는 하부셀의 효율 감소를 유발하게 된다. 최

근 재결합층 ZnO:Al의 두께를 최적화한 결과, CGS/CIGS 

탠덤 태양전지 효율이 4.32%으로 소폭 상승되었다는 보고

가 있다.[5]

아직까지 CIGS 관련 상부셀을 저온에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2단자 탠덤 태양전지의 고

효율에 대한 보고는 거의 전무하다. 이를 간접적으로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부셀과 하부셀을 각각 제조하여 기

계적으로 적층하는 4단자 방식이 있다. 이 경우, 미국 

Stion사에서는 In/Ga 함량을 변화시킨 CIGS 박막 태양전

지 상/하부셀을 그림 4처럼 적층하고, 각각의 태양전지를 

전기적으로 연결한 4단자 탠덤 태양전지를 구현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4단자 탠덤 태양전지에서는 23.2%의 상당

히 높은 효율이 보고되었다.[6]

DSSC/CIGS 탠덤 태양전지 

상부셀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 DSSC)도 저렴한 제조비용과 흡수층 두께, 염료 소

재, pore 크기를 제어할 경우, 상부셀의 투과도를 조절할 

수 있어 탠덤 태양전지에 적용가능하다. 스위스 EPFL그룹

에서는 DSSC 상부셀과 CIGS 하부셀을 기계적으로 적층

한 4단자 구조에서 15.75%의 효율을 달성하였다.[7] 국내

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성균관대 공동연구진에서 

DSSC상부셀을 CIGS 하부셀 위에 기계적으로 적층하고 

이를 직렬 연결하여 2단자 형태로 12.35%를 달성하였다.[8] 

2009년 스위스 Empa-EPFL 공동연구진은 모놀리틱 형태

로 DSSC/CIGS 2단자 탠덤 구조를 구현하였고, 2단자 탠

덤 태양전지로 12.2%의 효율을 달성하였다.[9] 한국과학기

술연구원에서는 2016년에 그림 5와 같이 CIGS 하부셀의 

투명전극 AZO층 위에 arc-plasma deposition(APD) 공

정으로 Pt 나노입자를 성장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모놀리틱 

DSSC/CIGS 2단자 탠덤소자를 개발하여 13%의 효율을 

보고하였다.[10] 하지만 DSSC 태양전지를 상부셀로 사용하

게 되면 액체 전해질 및 염료의 열하 등 탠덤 태양전지의 

고효율 및 내구성 확보에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 현재 DSSC/CIGS 구조의 탠덤 

태양전지의 연구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페로브스카이트/CIGS 탠덤 태양전지

앞서 기술한 것과 표 1에 정리한 것처럼 CdTe, CGS, 

DSSC, amorphous Si(a-Si) 등 다양한 태양전지를 상부

셀로 사용하여 CIGS 기반 탠덤 태양전지가 연구되어 왔지

만 상부셀의 낮은 효율과 투과도로 탠덤소자의 효율은 각 

단일접합 셀 효율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왔다. 또한 상부셀

그림 3. 상부셀 ACIGS 박막태양전지와 하부셀 CIGS 박막태양전지를 

이용한 (a) 4단자 및 (b) 2단자 탠덤 태양전지의 개략도[4]

그림 4. 미국 Stion사 23.2% 탠덤 태양전지의 개략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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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정방법, 공정온도 등 CIGS 하부셀에 대한 공정적합

도 또한 탠덤 소자 개발에 있어 큰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개발되면서 다중접합 

태양전지의 개발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조성을 쉽게 변화시켜 에너지밴드갭 조절이 

가능하며 저온공정, 용액공정으로도 고효율 달성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탠덤 태양전지의 상부셀로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상부셀

로 적용한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페로

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OPV, 페로브스카이트/CIGS 

등 다양한 조합의 탠덤 태양전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페로브스카이트/CIGS 탠덤 태양전지는 

2015년 IBM 연구진이 용액공정 기반의 CIGS 하부셀을 이

용하여 2단자 탠덤소자를 최초로 구현하였다.[16] 상부 페

로브스카이트 흡수층은 lead halide 필름을 스핀코팅 한 

뒤 methylammonium halide vapor와 반응시키는 2단계

의 공정으로 만들었으며 halide의 조성비를 통해 에너지

밴드갭을 1.58eV 부터 2.29eV까지 제어하였다. 하지만 아

직 공정이 최적화되지 않아 상·하부셀 각각의 효율이 낮

고 상부셀의 낮은 투과도로 인하여 탠덤소자의 효율은 

10.9%로 낮았다.[16] 이후에도 페로브스카이트/CIGS 탠덤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초기 연구는 PIN구조의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이 부족하고 CIGS 하부셀의 

표면이 큰 거칠기를 가지고 있어 수백 나노미터 두께의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층을 균일하게 코팅하는 것에 대

표 1. 비 페로브스카이트계 상부셀 흡수층 기반 CIGS 탠덤 태양전지 

연구 결과

그림 5. 모놀리틱 DSSC/CIGS 2단자 탠덤 태양전지 구조 및 소자 효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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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려움이 있어 2단자보다는 주로 4단자 구조의 탠덤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4단자 구조는 2단자와 달리 상·

하부셀이 따로 제작되어 독립적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개

발 측면에서 공정적합성이나 상·하부셀의 전류 매칭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어 2단자에 비해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2015년 Stanford 대학교의 McGehee 교수 

그룹에서는 12.7%의 투광형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셀을 개

발하여 CIGS 하부셀과 4단자형 탠덤소자로 18.6%를 처음 

보고하였으며[17] 이후 스위스 EMPA의 Tiwari 그룹에서 우

수한 CIGS 박막 태양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상부 페로브스

카이트 태양전지의 투명전극 최적화와 페로브스카이트 밴

드갭 제어로 페로브스카이트/CIGS 4단자 탠덤 소자 효율

을 향상시켜 22.7%를 보고하였다.[18-20] 최근에는 Cu 조성

비 조절과 RbF 후처리 공정을 최적화하여 1.00eV의 작은 

에너지밴드갭을 가진 CuInSe2 광흡수층으로 19.2%의 고

효율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하부셀로 사용한 페로브스카이

트/CIGS 4단자에서 25.0% 효율을 보고하였다(그림 6-

상).[21] 2019년 NREL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 용액

에 두 가지 첨가제(PEAI, Pb(SCN)2)를 넣어 1.68eV의 큰 

에너지밴드갭을 가진 페로브스카이트 흡수층의 결정성을 

향상시키고 결함을 줄이는데 성공하였으며 1.12eV 에너지

밴드갭의 CIGS 하부셀과 결합하여 4단자 탠덤 소자 효율 

25.9%를 달성하였다(그림 6-하).[22] 그리고 가장 최근 

Solliance와 MiaSolé의 공동연구를 통해 Steel foil 기판

을 기반으로 한 유연 CIGS 태양전지와 유리기판 상 페로

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4단자 탠덤 소자 효율 

26.5%가 보고되었다.[23] 자세한 연구내용은 발표되지 않

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셀의 광전변환 효율을 17.5%

로 향상시켰고 하부셀로 내려가는 적외선 영역의 빛의 투

과도 또한 개선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림 7과 표 2에 정리된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4단자에 

비해 모놀리틱 구조의 2단자 페로브스카이트/CIGS 태양

전지는 보고된 결과가 매우 적다. 2018년 전까지 11% 수준

의 효율에 머물러 있었지만 2018년 UCLA의 Yang Yang 

교수 연구진이 Science에 22.43%의 2단자 효율을 보고하

면서 급격한 진보를 보였다. UCLA 연구진은 CIGS 하부셀

의 투명전극층을 두껍게 올린 뒤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CMP) 공정을 통해 표면 거칠기를 최소화하였

고 정공수송층(hole selective layer) 특성을 향상시켜 페

로브스카이트/CIGS 2단자 탠덤소자로 22.43%를 달성하

그림 6. (상) Cu 조성비와 RbF 후처리 최적화를 통한 CuInSe2 광흡수층 고효율화 및 4단자 탠덤 효율 결과[21], (하) 첨가제를 이용한 wide-Eg 

페로브스카이트 광흡수층 특성 향상 및 4단자 탠덤 효율 결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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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7] 독일 HZB 연구진도 CIGS 하부셀의 거친 표면으

로 인한 Shun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tomic layer 

deposition(ALD) 공정으로 얇고 균일한 NiOx 층을 형성하

고 그 위에 PTAA 정공수송층을 추가로 코팅하여 2단자 효

율 21.6%을 달성하였다.[28] 이처럼 CIGS 하부셀 상에 균

일하고 고품질의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셀을 형성시키는 것

이 2단자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임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는 HZB 연구진에서 자가조립단분자

막(Self-assembled monolayer, SAM)을 형성할 수 있는 

Carbazole계 유기분자를 개발하여 CIGS 표면 거칠기를 

따로 줄이지 않고도 균일한 정공수송층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을 보고하였고 이를 통해 모놀리틱 페로브스카이트

/CIGS 2단자 탠덤소자로 23.26%를 달성하였다.[29] SAM 

분자는 투명 산화 전극에 자가 결합하고, 분자 쌍극자 모

멘트(molecular dipole moment)로 인해 투명전극의 일함

수(work function)를 변화시켜 페로브스카이트로부터의 

정공 추출을 유리하게 만들어 준다. 가장 최근에는 HZB에

서 24.2%의 페로브스카이트/CIGS 2단자 소자 효율을 보

고하였는데 SAM 분자의 구조를 더 개선하여 정공추출능

력을 향상시키고 상부 페로브스카이트 광흡수층의 에너지

밴드갭을 늘려 전류매칭을 개선함으로써 2단자 효율을 높

인 것으로 예상된다.[30]

유연 CIGS 하부셀 기반 탠덤 태양전지

유연 CIGS 하부셀 기반 탠덤 태양전지는 지금까지 보고

된 결과가 겨우 5건 정도로 연구가 매우 초기 단계이다. 주

로 스위스 EMPA 그룹에서 연구를 주도하였는데 2018년

에 18.9%의 단일접합 유연 CIGS 태양전지와 14.0%의 유

연 페로브스카이트 상부 태양전지를 결합하여 4단자 유연 

탠덤 소자로 19.6%를 달성하였다.[31] 최근 중국 연구진이 

ITO/PET 유연기판을 기반으로 SnO2 전자수송층 특성을 

개선하고 Spiro-OMeTAD 정공수송층과 MoOx 버퍼층 사

이에 1 nm의 얇은 Au층을 삽입하여 15%의 유연 페로브스

카이트 상부셀을 개발하였고, 이를 MiaSolé사의 유연 

CIGS 태양전지와 결합해 4단자 효율 21.06%를 보고하였

다.[32] Solliance도 MiaSolé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23%의 

유연 페로브스카이트/CIGS 4단자 탠덤 효율을 보고하였

다.[33] 현재까지 모놀리틱 유연 페로브스카이트/CIGS 2단

자 소자는 스위스 EMPA 그룹에 의해 유일하게 보고가 되

었는데 30 μm 두께의 폴리이미드 유연 기판 위에 페로브

스카이트/CIGS 탠덤 태양전지를 그림 9와 같이 구현하기 

위해서 CIGS 박막은 기존의 동시진공증발법으로 제조하

그림 7. 페로브스카이트/CIGS 2단자 및 4단자 탠덤 태양전지 효율 증

가 추이

표 2. 페로브스카이트/CIGS 2단자 및 4단자 탠덤 태양전지 효율 결과 

및 연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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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은 진공/용액 하이브리드 방식

으로 제조되었다. 이렇게 제조된 유연 탠덤 태양전지로 

13.2%의 효율을 달성하였다.[34]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이유는 free-standing한 유연기판을 기반으로 거친 표면 

특성을 가진 CIGS 하부셀 위에 상부셀의 페로브스카이트 

박막과 전하수송층을 균일하게 도포하기가 매우 어렵고, 

불균일하게 도포된 부분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되기 때문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판 혹은 새로운 

공정방식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앞서 기술한 것처럼 균

일한 코팅이 가능한 전하수송층 물질과 진공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유연 페로브스카이트/CIGS 탠덤태양전지 

향후 전망

유리 기판 상에 제조되는 CIGS 박막태양전지의 세계최

고효율은 23% 이상 달성되었고, 플렉서블 대면적 CIGS 

모듈에서도 18% 이상의 고효율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유리 기판 및 플렉서블 기판에서 제조되는 CIGS 박막태양

전지 연구개발은 상당히 성숙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일접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

지의 세계최고효율은 아주 짧은 시기에 25% 이상의 효율

을 달성하였으며 실리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와 탠덤

그림 8. 최근 모놀리틱 2단자 페로브스카이트/CIGS 탠덤소자 연구의 개발 동향[27-30]

그림 9. 페로브스카이트/CIGS 2단자 유연 탠덤 태양전지 구조 및 소자 사진 그리고 J-V 곡선[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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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 30%의 초고효율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보면 태양전지의 탠덤 구조는 고효율화 달성에 필연적으

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초고효율화와 더불어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 VIPV(Vehicle 

Integrated Photovoltaics), 모바일소자, 항공우주용 등 

심미성, 경량성, 유연성을 갖춘 다기능성 태양전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유연한 하부셀 

태양전지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유연 고효율 

태양전지 중 CIGS 박막 태양전지의 높은 효율과 양산화를 

고려하면 하부셀로 적합한 선택일 것으로 판단된다. 

유연 페로브스카이트/CIGS 탠덤태양전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기 탠덤 태양전지의 효

율이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와 같

이 ~30% 효율 실현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대면적화와 관련된 소자 제작기술과 모듈화 

과정 중 내구성 확보 또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의 의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단일접합 페로브스카

이트 태양전지의 경우 한국의 많은 연구그룹에서 세계적

으로 기술 리더십을 보이는 것처럼 탠덤태양전지 분야에

서도 한국의 연구그룹이 선도하는 연구개발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BIPV와 같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유연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과 인프라를 더욱 확

충할 필요가 있고, 유연 탠덤태양전지를 성공적으로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요소 

태양전지에 대한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산학연이 협

력하고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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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ke Köhnen, Amran Al-Ashouri, Steffen Braunger, 

Felix Lang, Bernd Rech, Thomas Unold, Mariadriana 

Creatore, Iver Lauermann, Christian A. Kaufmann, 

Rutger Schlatmann, Steve Albrecht, ACS Energy 

Lett. 2019, 4, 583.

[29] Amran Al-Ashouri, Artiom Magomedov, Marcel Roß, 

Marko Jošt, Martynas Talaikis, Ganna Chistiakov, 

Tobias Bertram, José A. Márquez, Eike Köhnen 

Ernestas Kasparavičius, Sergiu Levcenco, Lidón 

Gil-Escrig, Charles J. Hages, Rutger Schlatmann, 

Bernd Rech, Tadas Malinauskas, Thomas Unold, 

Christian A. Kaufmann, Lars Korte, Gediminas 

Niaura, Vytautas Getautis, Steve Albrecht, Energy 

Env. Sci. 2019, 12, 3356.

[30] Prog Photovolt Res Appl. 2020, 28, 629 ; Solar cell 

efficiency tables (version 56).

[31] Stefano Pisoni, Romain Carron, Thierry Moser, 

Thomas Feurer, Fan Fu, Shiro Nishiwaki, Ayodhya 

N. Tiwari & Stephan Buecheler, NPG Asia Mater. 

2018, 10, 1076.

[32] Sheng Li, Changlei Wanga, Dewei Zhao, Yidan An, 

Yue Zhao, Xingzhong Zhao, Xiaofeng Li, Nano Energy 

2020, 78, 105378.

[33] https://www.solliance.eu/2019/23-efficiency-for-flexi

ble-cells-for-real/

[34] F. Fu, et. al., https://arxiv.org/ftp/arxiv/papers/1907/

1907.1033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