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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      태양전지－

폴리머 태양전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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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폴리머 태양 지는 간단한 제작 공정, 렴한 소재 등의 경제성과 유연 기 에 태양 지를 제작할 수 있다

는 응용성 면에서 기존의 태양 지에 비해 그 장 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낮은 에 지 변환효율과 장기안정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본 특집에서는 폴리머 태양 지의 작동원리와 재까지 폴리머 태양 지 효율이 향상되기까지의 

몇 가지 요한 발 들 그리고 폴리머 태양 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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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및 환경위기1)

  오늘날 지구에서 소비되는 에 지는 1년에 

약 13테라와트(1테라와트는 10
12
와트)이고 그 

양은 2050년에는 약 30테라와트로 증가한다고 

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재 에 지원

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는 약 10

년 후에 그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

는 상이 나오고 있다. 한 화석연료를 태움

으로써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온

실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와 문제도 심각한 수

에 있다. 

  이러한 화석연료의 한계  때문에  세계

으로 화석연료를 체할 에 지 변환 기술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에

서도 재 지구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

기 하여 친환경 인 에 지 변환 기술에 

한 연구가 집 되고 있는데, 를 들면 수력, 

풍력, Biomass, 태양  등의 에 지원을 우리

가 사용할 수 있는 기에 지로 변환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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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이에 포함이 된다. 

  안 하고 친환경 인 측면에서 태양에 지도 

앞서 언 한 친환경 인 에 지원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연간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

달하는 에 지의 양은 약 12만 테라와트로서 

재 지구가 연간 소비하는 에 지의 약 만배

정도가 된다(Figure 1). 그러므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 지를 효율 으로 변환하면 지구가 

직면해있는 에 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

다. 재미있는 로 Turner라는 과학자는 미국

에 있는 Nevada사막에 150평방 킬로미터 면

의 15%의 변환 효율(태양 을 기에 지로 

변환해주는 비율로서, 모든 태양 을 기에

지로 완벽하게 바꾸어주면 효율은 100%가 된

다)을 가지는 태양 지를 설치하면 미국 체

에 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1].

2. 실리콘 태양전지

  와 같은 여러 가지 매력 인 이유로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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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태양에서 오는 에 지와 지구가 필요로 

하는 에 지 비교.

Figure 2. 폴리머 태양 지 그림(좌)  구조(우).

에 지를 기에 지로 바꾸어주는 장치인 

태양 지는 재 세계 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 이며 태양 지 시장도 최근 매년 40%

이상 성장하여 2005년 재 약 10억불의 시장

을 형성하고 있다. 

  재 상용화 되어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

의 태양 지는 실리콘을 사용하여 만든 태양

지로서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리콘 제조하는 공정상 제조 가

격이 높고 반도체 산업등의 실리콘 수요가 증

가함으로써 실리콘 재료의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실리콘 태양 지가 체하려고 하는 

화석연료와 비교해보면 실리콘 태양 지의 경

우 력 1와트를 생산하기 해서 재는 약 

2∼3달러가 필요한 반면 화석연료는 1와트를 

생산하기 해서 약 20센트 정도 밖에 필요하

지 않으므로 경제성 면에서는 아직도 화석연

료에 미치지 못한다. 한 실리콘은 indirect 

band gap 반도체이므로 빛을 흡수하는 능력

을 나타내는 흡 계수가 작아서 태양빛을 잘 

흡수하기 해서 두꺼운 두께가 필요하다. 결

과 으로 무겁고 두꺼운 태양 지의 모양으로 

제작되는 단 이 있다.

  폴리머 태양 지는 활성물질이 주로 공액 

고분자(conjugated polymer)로 구성되어 있는

데, 공액 고분자는 실리콘 태양 지와는 다르

게 흡 계수가 높아서 얇은 박막(100 nm 정

도)으로도 태양빛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얇은 소자로 제작이 가능하며, 고분자

의 특성상 굽힘성, 가공성 등이 좋아서 실리콘 

태양 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이외

의 다양한 응용분야가 있다는 장 이 있다. 그

러나 가장 큰 장 은 생산 공정의 단순함, 

렴한 원재료 등으로 인해 생산단가가 낮다는 

이다. 

3. 폴리머 태양전지 개요

  재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폴리머 태

양 지는 투명 도성 극 소재인 ITO가 코

된 투명한 기 과 속 극사이에 빛을 받

아서 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활성 물질이 

sandwich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Figure 2). 빛을 받아서 생성된 

자는 일함수가 낮은 속으로 이동하고 정공

은 상 으로 일함수가 높은 ITO층으로 이

동하게 된다. 보통 활성층의 두께는 사용되

는 폴리머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80

∼200  nm 사이이다.

  폴리머 태양 지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인 

공액고분자는 자들이 원자의 핵 사이에 상

으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시그마 결

합과 핵과의 거리가 상 으로 멀어 시그마 

결합보다는 상 으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

는 이결합(시그마 결합과의 수직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Figure 3). 이결합에 있는 

자는 상 으로 핵의 향을 게 받기 때문

에 이결합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태를 비편재화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결합 내에 존재하는 자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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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표 인 공액고분자 구조.

Figure 4. 폴리머 태양 지 작동 원리.

은 에 지를 주어도 이결합의 바닥상태에서 

자를 쉽게 여기(excite)시킬 수 있다. 상

으로 작은 에 지인 가시 선 역의 빛에 지

가 공액 고분자에 가해지면 이결합 내에 있

는 자가 여기상태가 되고 여기된 자와 

자가 여기된 자리에 남아있는 홀이 쿨롱 힘에

의해 서로 을 이루는 엑시톤(여기자, exciton)

이 생성되게 된다(Figure 4의 (a)). 태양빛을 

받아서 생성된 엑시톤이 실제로 기를 발생시

키기 해서는 자-홀 인 엑시톤이 쪼게져

서 각각의 자와 홀이 되고 이들이 극으로 

흘러야 된다(Figure 4의 (c), (d)). 엑시톤을 

효과 으로 쪼개기 해서는 자주개 물질(p

형)과 자 받게 물질(n형) 사이의 정션을 만

나야 하며 정션간의 에 지 차이가 엑시톤의 

binding energy 보다 커야 된다. 

  자-홀 인 엑시톤이 다시 재결합하여 없

어지게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 피코

(피코 는 10-12 임)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

에 엑시톤이 재결합 없이 공액고분자 내에서 

움직일수 있는 거리(엑시톤 확산거리, exciton 

diffusion length)는 약 10 nm라고 알려져 있

다(Figure 4의 (b)과정)[2]. 그러므로 빛을 받

아서 생긴 엑시톤이 재결합(recombination) 없

이 쪼개어져서 자와 홀을 생성하려면 p-n 

정션 계면이 엑시톤이 생긴 곳으로부터 10 

nm 이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보통 단일층 태

양 지의 두께는 100 nm 정도이므로 필름의 

간에서 생긴 엑시톤의 경우는 계면으로 이

동하지 못하고 부분 재결합되어 기발생에 

참여하지를 못하게 된다. 이러한 짧은 엑시톤

의 이동거리가 공액고분자를 이용한 태양 지

의 가장 큰 단 이다. 

4. 폴리머 태양전지의 한계 - 낮은 엑시톤 

확산거리

  최 의 폴리머 태양 지는 국의 R. H. 

Friend 그룹에서 기발 소자에 사용되는 고

분자와 동일한 물질인 PPV (poly-p-pheny-

lenevinylene)이라는 고분자를 사용하여서 발

표하 다[3]. 그때의 소자구조는 일함수가 다

른 양쪽 극사이에 PPV가 있는 샌드 치 타

입의 단일층 형태의 소자 다. 그러나 단일층 

태양 지의 효율은 0.1%도 되지 않았다. 앞에

서 언 하 듯이 엑시톤의 짧은 확산 거리 때

문이다. 

5. 폴리머 태양전지의 진보 - 

Bulk Heterojunction 태양전지

  이러한 단일층 태양 지의 단 은 1990년  

Heerger그룹에서 C60를 공액고분자와 섞어서 

만든 Bulk Heterojunction (BHJ) 태양 지가 

개발되므로써 어느정도 극복 될 수 있었다[4]. 

Heeger그룹에서는 PPV 유도체와 C60를 블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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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3HT와 PCBM의 화학구조.

딩 하여서 필름을 만든 후 빛을 쪼여 주었을 

때 PPV 유도체에서 생성된 엑시톤의 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펨토 (10-15 ) 시간) C60

로 이동한다는 것을 밝 냈고, C60가 자를 하

나 받은 상태에서도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

는 것도 알아냈다[5]. 여기에서 PPV 유도체는 

자를 주는 p형 유기반도체 역할을 하고 C60

는 자를 받는 n형 유기 반도체 역할을 한다. 

이러한 BHJ 태양 지의 장 은 p형 반도체인 

PPV 유도체와 n형 반도체인 C60를 블랜딩하여

서 필름 내의 모든 곳에 p-n 정션이 만들어져

서 p-n 정션의 표면 이 격히 늘어나게 되고 

태양빛에 의해서 생성된 엑시톤들의 가까운 거

리에 p-n 정션이 존재하게 되어, 엑시톤이 효

과 으로 자와 홀로 쪼개 질 수 있다. PPV 

유도체와 C60를 블랜딩 하 을 때 형 특성을 

나타는 물질인 PPV 유도체의 형  효율이 

격히 감소하게 되는 상이 이를 뒷받침 한다

[6]. 왜냐하면 형 상은 빛의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엑시톤이 재결합하면서 여분의 에 지

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BHJ 구조를 만들었을 때 엑시톤들이 재결합 

없이 효과 으로 쪼개어 지기 때문에 형 효율

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PPV 유도체

와 C60의 BHJ 태양 지는 C60의 용해도 문제로 

필름내의 C60의 농도를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어서 변환 효율을 더 이상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C60의 용해도 단 을 극

복하기 하여 UC Santa Barbara에 있는 과학

자들이 C60에 유도체를 도입하여 용해도 높은 

C60유도체(PCBM)를 개발한 후 변환 효율이 

2.5%  까지 향상되었다[7].

6. 폴리머 태양전지의 진보 - Post- 

annealing

  BHJ태양 지는 p-n 정션의 표면 을 증가

하는 장 이 있으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가 섞여있기 때문에 n형 반도체에서 모아진 

자가 극으로 이동하기 해서는 반드시 p

형 반도체인 고분자 도메인을 만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p형 반도체에 있던 홀과 n형 반도체

로부터 이동한 자가 재결합 되어서 극까

지 자가 도달하지 못하는 단 이 있었다. 

한 고분자의 낮은 하( 자 는 홀)이동도 

때문에 재결합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

다. 이러한 단 은 결정성 높은 고분자(poly- 

3-hexylthiophene, P3HT)를 사용하고 태양

지 소자를 만든 후 유리 이온도(Tg) 이상으

로 열처리하는 post annealing방법이 도입되므

로써 극복 될 수가 있었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폴리머 태양 지의 효율을 5% 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Figure 5). 이 방법은 2005

년 Wake Forest 학과 UC Santa Barbara 학

에서 각각 거의 동시에 개발되어서 보고되었

다[8,9]. Post annealing 후 효율이 격히 증

가되는 원인으로는 그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로는 post annealing 후 흡수 물질인 

P3HT의 흡 도가 증가 되어서 더 많은 태양

을 흡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P3HT는 

thermochromic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10]. 

상온에서는 결정성을 가져서 진한 붉은색을 

띄다가 온도를 Tg 이상 올려주면 최  흡수

장이 단 장으로 이동하고 흡 도 감소하게 

되어 은 황색으로 변하게 된다. 높은 온도에

서는 폴리머 사슬의 운동성이 증가하여 P3HT

의 결정성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 으로 폴리

머의 conjugation length가 짧아져 흡수 장이 

단 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P3HT와 PCBM이 

블랜딩 되어 균일하게 섞여 있는 BHJ시스템



KIC News, Volume 11, No. 6, 2008   29

Figure 6. post-annealing 후의 폴리머 태양 지 

I-V 곡선과 폴리머 태양 지 필름의 나노구조 변

화 개념도.

에서는 크기가 큰 PCBM 입자가 P3HT의 결

정성을 방해하지만 Tg 이상으로 annealing을 

한 후 냉각되는 과정에서 P3HT와 결정성을 

가지려는 노력으로 P3HT와 PCBM간의 상분

리가 일어나서 각각 결정성 있는 나노도메인

을 형성하게 된다(Figure 6). 그 결과 post 

annealing 후 P3HT의 흡수 스펙트럼이 장

장으로 이동하고 흡 도도 증가하게 된다. 효

율증가의 두 번째 원인은 post annealing 후 

결정성 있는 나노 도메인의 생성으로 자와 

홀이 극으로 잘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어 으로써 엑시톤의 확산 속도나 하의 이

동도가 증가 되어서 더 많은 류가 생성되

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류의 온도 의존

성을 실험하여 Ea (activation energy)를 계산

해본 결과 post annealing을 한 폴리머 태양

지의 Ea가 annealing을 하지 않은 태양 지의 

Ea보다 낮음이 보고가 되었다[11]. Post anneal-

ing한 태양 지의 Ea가 낮다는 것은 엑시톤이

나 하가 이동하기 한 장벽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엑시톤의 확산속도나 하의 이동

도가 증가함을 상할 수 있다.

7. 폴리머 태양전지 현재 개발방향

7.1. 류 향상: 작은 밴드갭 고분자 

(small band gap polymer)

  Post annealing 기술의 발 으로 소자의 효

율이 실험실 수 에서 5∼6%를 달성할 수 있

었으나 P3HT의 흡수 역의 한계로 더 이상 

효율의 증가를 기 하기는 어렵다. 태양  스

펙트럼을 고려하 을 때 P3HT의 흡수 역은 

굉장히 좁은 편이다. P3HT는 태양  흡수

역이 650 nm까지이므로 그보다 장 장의 빛

은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다. 태양 지

가 이상 으로 300 nm에서 650 nm까지의 태

양 을 모두 흡수하여 100% 자로 바꾸어 

다고 가정하면 얻을 수 있는 최 의 류는 

mA/cm
2
이 된다. 이를 기 으로 변환 효율을 

계산해 보았을 때 6% 이상을 얻기가 어렵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환 효율  특히 

류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P3HT보다 작은 밴

드갭을 가지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필수 이

다. 재  세계 으로 고효율의 작은 밴드갭 

폴리머를 합성하려는 노력이 다각 으로 진행

되고 있다. 2006년에 Konarka에서는 cyclo-

pentadithiophene과 benzothiadiazole을 공 합

하여 학  band gap이 1.40 eV인 고분자를 

개발하 고, 이 고분자를 이용한 유기박막 태

양 지의 제작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2006년

에서 2007년 사이에 3.16%에서 5.5%까지 효

율을 향상시키는 논문을 연속 으로 발표하고 

있다[12-14].

7.2. 압 향상: 폴리머 텐덤 태양 지

  일반 으로 폴리머 태양 지의 압은 

활성층이 각각 극과 ohmic 을 하고 있다

고 가정을 하 을 때, 자 받게( 를 들면 

C60, PCBM)의 HOMO (highest occupied mo-

lecular orbital) 와 자주게(주고 공액 고

분자)의 LUMO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분자

의 HOMO-LUMO의 밴드갭이 작아지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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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의 HOMO 와 자주게의 LUMO 

 차이가 어들어 압이 작아지게 된다. 

그 결과 작은 밴드갭을 사용하는 폴리머 태양

지의 경우 류값은 증가 할 수 있지만 

개방 압(open circuit voltage) 값이 작아져 

효율 상승에 한계가 있다. 큰 밴드갭을 가지는 

폴리머와 작은 밴드갭을 가지는 폴리머로 각

각 이루어진 태양 지를 직렬로 층하는 텐덤

형 태양 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층형 

태양 지의 개방 압은 단독셀들의 개방 압의 

합이 되므로 개방 압이 증가하게 되어 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텐덤 태양 지 개념은 

무기 박막 태양 지에서는 보편 인 개념이었

으나 폴리머 태양 지에서는 최근 UCSB의 

Alan J Heeger 과 주과기원의 이 희 교

수 이 공동연구로 층형 폴리머 태양 지를 

성공 으로 구 하 다[15]. 기존의 Tandem 

구조의 소자들은 active layer 사이에 얇은 

속 박막을 얹고 그 에 다시 active layer를 

얹는 형태로 소자를 제작한다. 하지만, 의 

공동연구 은 속 박막 신에 20 nm정도의 

TiOx를 이용하 다. TiOx층은 텐덤 폴리머 

태양 지에서 두 개의 셀이 서로 독립될 수 

있는 역할과 자를 달하는 역할을 해 다. 

의 방법으로 제작된 텐덤형 폴리머 태양

지의 효율은 6.4%로 보고되었다.

  

7.3. 장기안정성 확보

  기존의 태양 지 수명이 수십년 인 것과 달

리 폴리머 태양 지는 몇 년에 불과하다. 그러

므로 폴리머 태양 지의 효율향상 뿐만 아니

라 태양 지의 장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요한 이슈 에 하나

이다. 세계 으로 폴리머 태양 지의 장기안정

성 확보의 요성에 공감하여 올해 7월 14일 

미국 Denver에서 3일간  세계 폴리머 태양

지 연구자들이 모여서 OPV lifttime summit을 

개최하 다. 이 summit에서는 장기안정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 장기안정성 측정의 표

화 방법에 하여 집단토의 방식으로 논의

가 있었다. 두 그룹으로 나 어져서 토의가 진

행되었는데 주된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Group A: Extrinsic Degradation & 

Packaging Standards

소자의 사용 목 에 따라 페키징에 요구되는 

조건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용도

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용도로 크게 구분하기

로 함

  - 력생산(Power generation): 

기존의 IEC/ASTM규격에 맞춤

  - 창호용 태양 지(BIPV): 

건축에 련된 규격도 포함해야 함

  - 휴 용 원 장치: 

제품의 보증기간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음 

Group B: Intrinsic Degradation -

Interfacial Failure Standards

  - PEDOT을 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

  - 여러 가지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열화 메

커니즘 규명

  - 표 소자 제작 조건 시피 확립

8. 폴리머태양전지 업체 현황

  재 폴리머 태양 지 단일셀에서 공인된 

최고 효율은 5.4%이며 미국의 Plextronics사에

서 보유하고 있다[16]. 최근 2008년 8월 5.98%

의 효율을 미국의 NREL에서 공인 받았다고 

한다. 이 회사는 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는 활성 고분자인 P3HT 합성에 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 이며, 한국의 KPF 

회사와 합작투자를 하여 KNP 에 지란 Joint 

venture회사를 10월 13일 경기도 안산에 설립

하여 폴리머 태양 지 양산 설비를 개발에 착

수하 다. 

   다른 선두기업인 Konarka 회사는 최근 

형 원자로의 발  규모와 비슷한 년 1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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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코나카 회사의 폴리머 태양 지 량 

생산에 사용될 롤.

와트 규모의 폴리머 태양 지 상용화 제품 양

산이 가능한 공장을 미국 메사추세츠 로웰에 

개설하 다고 발표하 다(Figure 7). 코나카는 

매년 1메가와트 규모를 생산 가능한 소형 시

험 공장에서 셀을 제작해 왔었으나, 폴라로이

드사 소유 던 의료 상용 필름 생산 라인을 

조  개조하여서 폴리머 태양 지 생산라인으

로 환한 결과 1기가 와트 규모로 생산 공장

을 늘릴 수 있었다. 코나카 사장인 Richard 

Hess씨에 의하면 재 회사 장비로 기존 기술

과 비교하여 1/10의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

다고 한다. 

9. 맺음말

  NREL의 연구원인 Dana Olson에 따르면 폴

리머 태양 지의 기술이 최근 속도로 발

하고 있으나, 이 기술은 기부터 상용화 제품 

응용에 한계로 작용하던 단 들을 여 히 가

지고 있다. 셀의 수명은 기존 태양 지가 수십

년인것과 달리 단지 몇 년에 불과하다. 게다가 

유기태양 지는 태양 을 력으로 바꾸어주

는 변환효율이 낮다. 기존 태양 지는  변

환효율이 15% 이상인데 반해 폴리머 태양

지는 5%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동일한 

력을 생산하기 해서는 더 많은 면 이 필요

하게 된다. 그래서 면 이 제한 이고 특별히 

시블한 태양 지가 필요하지 않은 지붕과 

같은 곳에서 기를 생산할 경우 기존 태양

지만큼 매력 이지 않다.

  그러나 폴리머 태양 지 업체들은 우선 변환

효율이 7%에서 10%에 이르기까지 우산  텐

트 등과 같은 틈새시장 공략에 포커스를 맞추

고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기존 태양 지와 

코스트 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

며 유기태양 지의 투명성을 활용하여 창문 역

할도 하면서 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다목  

라스틱 창문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빠

른 시일 내에 실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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