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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태양전지 : 실리콘 

2세대 태양전지 : 실리콘 박막 

3세대 태양전지 : 유기 태양전지 등 

1. 개요 

1) 태양전지 역사 



2) 3세대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장점 

① 어디든 설치 가능 

200nm의 두께로 요철이 있는 

곳이나 굴곡진 부분에도 설치가능 

② 저렴 / 경량 

재료가 구하기 쉽고 소량이 

소모되므로 가격이 저렴하고 

경량이다. 

단점 
① 효율이낮음 

OPV : 이론상 10% ( 실제 5% ) 
Silicon : 19~20% 으로 기존의  
실리콘웨이퍼 태양전지보다 효율이  
낮음 

 

② 내구성이 낮음 
얇고 가볍기 때문에 강도가 약하고 
셀의 수명 자체도 짧다.  

1. 개요 



https://youtu.be/7WnBDvc5Pl0?t=144   :  태양전지의 원리 

2. 원리 

1)  태양전지의 원리 

https://youtu.be/7WnBDvc5Pl0?t=144


유기반도체  

① electron Donor : 전자 공여체 ●   

② Electron Acceptor : 전자 수용체 ● 

정공 

전자 

2. 원리 

2)  유기 태양전지 구조 



2. 원리 

2)  유기 태양전지 구조 

투명기판 

양극 : ITO (Indum Tin Oxide)  
• 빛의 투과성이 좋음 
• 전기전도도가 높음 
• 일함수가 높음  
→  ‘정공’을 잘 받아 들일 수 있음 

음극 : 주로 Ca, Al  
• 일함수가 낮음 
→  ‘전자’를 잘 받아 선로로 내보냄 



2. 원리 

3)  유기 태양전지 원리 

참고문헌 : 김경곤. (2017). 유기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태양전지.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3(1), 17-24. 



2. 원리 

3)  유기 태양전지 원리 (전류의 생성) 

① 일 함수가 크고 작은 두 물질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면 활성층 내에  

‘내부확산전위(공핍영역)’가 형성됨 

② 태양광(photon)이 활성층에 흡수됨 

③ 유기반도체내에 전자와 정공이 생성됨 (일함수 이상의 광자 에너지 필요) 

/ 쿨롱의 힘에 의해 정공과 전자가 한 쌍인 엑시톤(exciton)의 형태로 존재 

④ 엑시톤이 랜덤웍 확산(random work diffusion)을 하면서 계면으로 이동 

⑤ 계면에서 유기반도체 간의 에너지준위 차(0.3eV 이상)에 의해 정공과 전자로 분리 

⑥ 분리된 정공과 전자가 내부확산전위에 의해 정공은 양극으로 

전자는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외부로 전류가 흐르게 됨 



2. 원리 

3)  유기 태양전지 원리 

참고문헌 : 김경곤. (2017). 유기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태양전지.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3(1), 17-24. 
        이선형, 이태우. (2010). 도너(Donor) 및 억셉터(Acceptor) 물질의 종류에 따른 유기태양전지 특성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 160-164. 

현재는 n, p형 유기물질을 섞어 놓은 
 Blend(BHJ)구조가 대부분이다.  



2. 원리 

3)  유기 태양전지 원리 

• Bulk heterojunction 구조 의 장점 

엑시톤을 구성하는 전자와 정공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데 

100psec(피코초) 가 걸림. 이 시간동안 엑시톤의 확산거리는 10nm인데 반해  

OPV가 100nm두께이므로  계면에 도달하지 못하는 엑시톤이 대부분임 

BHJ 구조는 계면이 엑시톤 확산거리 이내에 많이 있어  

더 많은 엑시톤이 정공과 전자로 분리 될 수 있도록 함 

또, 계면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엑시톤이 정공과 전자로 분리될 확률이 높아진다. 

즉, 유기태양전지의 효율이 향상 된다. 



3. 전망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