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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전력 생산 방식은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등의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Sampaio et al., 2018). 한편, 현대의 

생활 방식에서 가전제품 및 휴대용 전자기기 등의 사용 증

가에 따라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Sampaio et al., 2018),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Choe et 
al., 2013). 이러한 관점에서, 태양전지 기술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영구적인 에너지원인 태양빛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에너지 기술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Liu et al., 
2019; Im, 2015).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적인 합의(2015년 파리협약)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8년 

전세계 태양전지 생산 용량인 480 GW의 6배, 2050년까지

는 18배에 해당하는 태양전지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IRENA, 2019). 즉, 기존의 태양전지 기술 수준으로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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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수요 전력을 충족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재의 태양전지 기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혁신

이 필요하다(Noh et al., 2017).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미

래 핵심기술로써 차세대 태양전지 또는 혁신 기술과 관련

하여 선도적 기술 우위를 점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이
에 따라,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태양전지 관련 기술이 

과거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미래사회 및 

인류에게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연구 동향 및 현재의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편, 연구 동향 및 현재의 기술수준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델파이 조사 방법이 

활용되어 왔다(Flostrand et al., 2020; Gwon et al., 2018; 
Kim et al., 2017). 델파이 조사 방법은 전문가의 직관적인 

판단을 이용하는 기법으로, 제시된 주제에 대해 특정 전문

가그룹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Crisp et al., 
1997).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

점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연구논문, 특허 및 연

구보고서와 같은 기술동향 정보의 생산량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전문가 기반의 의견수렴 방식만으로는 빠르게 변

화하는 기술들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술수준 비교가 어려

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자들은 연구논문, 
특허 등의 정량항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과학기

술 분야의 연구개발수준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해왔

다.(Huang et al., 2019; Sampaio et al., 2018; Choe et al., 
2013; Mohammad et al., 2019; Li et al., 2020) 특히, 태양

전지 분야에서는 맵핑 방법을 활용한 특허분석(Sampaio 
et al., 2018), 논문 인용 네트워크 분석(Choe et al., 2013), 
특허 및 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분석(Li et 
al., 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논문 및 특허 갭 

비교 분석(Li et al., 2019) 등의 연구동향 및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인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태양전지 관련 주요 5개 

국가의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술수준 조사·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태양전지 분야의 연구논문 동향 및 기술

수준을 정량적인 측정과 정성적인 측정방법 2가지를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측정방법으로 논문 동향 분석

을, 정성적인 측정방법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

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논문 동향 분석의 경우, 태양전지와 관련하여 도

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검색된 논문정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논문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Web of Science 
(WOS) 정보플랫폼을 활용하였다. Web of Science (WOS)
는 Clarivate Analytics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Science Citation Index Expaned (SCIE)와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 등에 게재된 6,000만개 이상의 레코

드를 동시 검색할 수 있다. 이때, 논문정보 검색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TS=((((solar*) near/2 (battery OR batteri* OR recharg* OR cell* 
OR generat*)) OR solarcell* OR solarbatter* OR photovoltaic* 
OR photo-voltaic* OR (photo near/1 voltaic*)) near/2 (module* 
OR inverter* OR ((thin*) near/1 (sheet* OR film* OR 
membran*)) OR silicon* OR efficien* OR effectiv*))

 논문정보 검색 시에 논문의 제목, 초록, 저자 키워드

(Author Keyword), 인용 문헌 기반 키워드(Keyworld 
Plus)의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검색범위를 설정하였으며, 
2010년부터 검색 시점인 2020년 6월까지 게재된 Article, 
Letter, Reprint, Review 형태의 21,537개 논문을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논문의 동향분석 과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여 태양전

지와 관련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검토 후 배제하였다. 
이후, 분석대상의 논문은 태양전지 관련 주요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에 소속된 기관에서 게재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때, 논문이 2명 이상의 저자, 2개 이상의 기

관(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각각 1개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고려하였다. 
 연구 동향분석을 위해서 2010년에서 2014년까지는 과

거 구간, 2015년부터 2019년은 최근 구간으로 설정하고, 
과거/최근 구간별 및 국가별 논문의 게재 건수, 저자의 수, 
연구 활동력(Activity), 연구 영향력(Influence)을 기본 측

정항목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활동력(Activity)은 논

문게재건수(A)/저자수(B)이며, 연구 영향력(Influence)는 

논문피인용지수(C)/논문게재건수(A)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주요 5개국

의 태양전지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평가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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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되었으며 태

양전지 분야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총 2차례에 걸쳐 실

시하였다. 1차 델파이의 경우 각 전문가가 기술수준, 기술

격차, 기술수준그룹, 연구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였고, 2차 

델파이의 경우 1차 델파이의 결과를 제시하여 전문가들이 

응답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

수준의 경우에는 먼저 주요 5개국 중 최고기술보유국을 

조사한 후 최고기술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환산하

여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그 외 국가의 기술수준을 평가토

록 하였다. 기술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격차를 0
년으로 하고, 최고 기술 보유국의 현재 기술수준까지 도달

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간을 평가하도록 하였

다. 그 다음으로 국가별 기술수준그룹을 선도(Leading), 추
격(Chasing), 후발(Following), 낙후(Lagging) 그룹으로 나

누어 전문가 평가 응답 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선도그룹

은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그룹, 추격그룹은 선진기술

의 모방개량이 가능한 그룹, 후발그룹은 선진기술의 도입

적용이 가능한 그룹, 낙후그룹은 연구개발 능력이 취약한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가별 기술수준그룹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응답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화 

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국가별 기술

수준그룹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4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

로 3.5점 이상일 경우 선도, 2.5점 이상 3.5점 미만일 경우 

추격, 1.5점 이상 2.5점 미만일 경우 후발, 1.5점 미만일 경

우 낙후그룹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연구개발 단

계 중 원천 및 응용개발 단계에서의 연구수행 능력에 대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의 5점 리커트 척도

로 비교 평가를 수행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나타

내었다. 국가별 연구수행능력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5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4.5점 이상일 경우 매우우수, 3.5점 

이상 4.5점 미만일 경우 우수, 2.5점 이상 3.5점 미만일 경

우 보통, 1.5점 이상 2.5점 미만일 경우 부족, 1.5점 미만일 

경우 매우부족으로 판단하였다.

3. 연구결과

3.1 전체 연구 동향 분석

 연구 동향 분석대상인 201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게

재된 태양전지 관련 유효논문의 수와 국가별 유효논문 수

는 Table 1과 같다. 상기의 유효논문은 논문 정보 검색키

워드로 받은 논문 데이터에서 필요항목, 분야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실제 데이터 분석에 활용된 논문을 말한

다. 전체 분석대상 논문 21,537건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국가는 중국(7,694건)으로 35.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EU 6,429건(29.9%), 미국 

3,389건(15.7%), 한국 2,588건(12.0%), 일본 1,437건

(6.7%) 순으로 나타났다.

Country Number of papers Period

Korea

21,537

2,588 (12.0%)

2010.01. 
~

2020.06.

US 3,389 (15.7%)

China 7,694 (35.7%)

Japan 1,437 (6.7%)

EU 6,429 (29.9%)

Table 1. The results of effective papers researched 

about solar cells

Fig. 1.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per year

 전체 분석대상 논문의 연도별 게재 추이는 Fig. 1과 같

다. 과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비교적 선형적인 증가 

추이가 나타났다. 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의 

게재 건수가 소폭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를 통해서, 과거 5년 동안 태양전지 관련 연구가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활동 수준이 과거 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2020년에 논문

의 게재 건수가 급격히 감속한 것은 논문 검색 시기가 6월

인 것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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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도별 연구 동향 분석

 주요 국가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

의 연도별 논문 게재 추이를 Fig.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전
반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 EU는 2016년까지 혹은 2017
년까지 소폭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한국은 2014년 329건, 2015년 321건, 2016년 

329건으로 해당 시기에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미
국은 2016년 426건, 일본은 2017년 190건, EU의 경우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757건, 758건으로 해당 시기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4개 국가

와 달리 중국은 2019년까지 지속해서 논문의 게재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연평균 대략 120건씩 증가

하여 2019년에는 1,235건이 게재되었다. 

주요 5개국 대비 각 국가의 과거(2010년 ~ 2014년)와 최

근(2015년 ~ 2019년) 5년 연구논문의 비중을 Fig. 3(a)과 

같이 비교하였다. 2010년에서 2014년 게재된 논문을 기준

으로 EU는 전체 논문 대비 34.5%로 가장 높은 게재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중국 26.2%, 미국 18.5%, 
한국 13.4%, 일본 7.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에서 2019년 게재된 논문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중국의 

논문 비중은 14% 증가한 40.2%로 주요국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EU 27.6%, 미국 14.6%, 한국 

11.4%, 일본 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태양전지 분야에서의 중국의 논문 정보 생산력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각 국가의 과거(2010년 ~
2014년) 대비 최근(2015년 ~ 2019년) 5년의 논문 증가비율

은 Fig. 3(b)와 같이 나타났다. 앞서, Fig. 3(a)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중국의 논문 생산 증가비율은 과거 대

비 166%로 드러났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이 47.8%, 일본 

45.2%, EU 38.7%, 일본 45.2%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a) The ratio of published papers

(b) The increase rate of published papers for each 

country 

Fig. 3. (a) and (b) in past (2010~2014) and current 

(2015~2019) 5 years period 

3.3 연구 활동력 및 영향력 분석

 태양전지 분야의 주요 국가별 활동력 및 영향력을 계

산하여 해당 연구 분야의 연구역량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주요 국가별 활동력은 Table 2 및 Fig. 4와 같다. 2010년에

서 2014년 게재된 논문을 기준으로 국가별 연구 활동력을 

살펴보면, 한국이 1.26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

다. 그 다음으로 중국과 미국이 1.23과 1.22로 비슷한 수준

의 연구 활동력을 나타냈다. 상위 3개 국가는 5개 국가의 

평균 활동력인 1.19에 비해 3%에서 6% 높은 수치였다. 특
히, 한국이 높은 연구 활동력을 보이는 것은 비교적 적은 

Fig. 2.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per year for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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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수(796명)에도 불구하고 높은 논문생산량 수치에

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연구자 

수 대비 각각 2배, 1.4배 많은 연구자가 태양전지 분야에

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과 EU의 연구 활동

력은 각각 1.14와 1.12이었으며 연구 활동력 평균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연구자 수 및 

게재 논문 수 모두에서 주요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9년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연구 활동력을 살펴보았다. 가장 높은 연구 활동력을 보이

는 국가는 일본(1.03)이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 0.99, EU 
0.95, 한국 0.91, 중국 0.7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전체 

연구 활동력 평균은 0.93으로 이보다 높은 연구 활동력의 

국가는 일본, 미국, EU이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의 최근 

5년 연구 활동력은 평균 대비 각각 0.98배, 0.84배 수준이

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연구 활동력은 평균과 유사한 수

준이었고 중국은 평균보다 0.15p 낮아 다른 국가들의 연

구 활동력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중국의 

연구자 수(6,769명) 및 게재 논문 수(5,253건)는 모두 5개

국 대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Fig. 4에서는 과거(2010년 ~ 2014년)와 최근(2015년 ~
2019년) 연구 기간 동안의 연구 활동력을 비교하였다. 우
선 과거와 최근 5년 평균 연구 활동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

과, 1.19에서 0.93으로 0.26p 감소하여 과거 대비 78% 수
준으로 나타났다. 상기 결과를 통해서, 과거 대비 최근 태

양전지 분야의 연구 활동력이 전체적으로 약 20% 감소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활동력과 관련된 2개의 논문 

및 연구자 수 항목을 살펴보면, 상기 기간 동안 연구자는 

약 2.4배 증가하였으며, 논문의 경우 약 70%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 연구 활동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은 0.35p 감소하여 과거 대비 72%, 미국은 0.23p 감

소하여 과거 대비 81%, 중국은 0.45p 감소하여 과거 대비 

0.63%, 일본은 0.11p 감소하여 과거 대비 90%, EU는 

0.17p 감소하여 과거 대비 85% 수준으로 나타났다. 태양

전지 분야 주요 5개 국가 중에서 중국의 과거 대비 최근 

5년 연구 활동력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는 한국, 미국, EU,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하여, 중국의 과거 대비 최근 5년 연구자 수는 대략 4.2배 

증가하였으며 논문은 그에 비해 낮은 2.7배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연구자 수는 대략 2.1배 증가하였으며 논

문은 1.5배 증가하였다. 그 외 미국, 일본, EU의 경우는 모

두 비슷한 수준의 연구자(1.6 ~ 1.7배) 및 논문(1.4 ~ 1.5배) 
증가 경향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태양전지 분야의 주요 국가별 연구 영향력

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Fig. 5와 같다. 2010
년에서 2014년 게재된 논문을 기준으로 국가별 연구 영향

력을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10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EU,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영향력이 가장 높은 미국의 영향력을 100% 기준으

로 하여 국가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EU는 61%, 중국은 

48%, 일본은 37%, 한국은 36% 수준이었다. 연구 영향력

과 관련한 항목으로 피인용수를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EU
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연구 영향력 최고 국가인 미국 대

비 대략 1.2배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은 미국의 

70%, 한국과 일본은 모두 20% 수준이었다. 
2015년에서 2019년 게재된 논문을 기반으로 연구 활동

력을 살펴보았다. 가장 높은 연구 영향력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34.8)이었으며, EU(20.0), 일본(17.4), 한국(17.0), 중

국(16.2)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영향력이 가장 높은 미국

Period Korea USA China Japan EU Avg.
2010 ~ 2014 1.26 1.22 1.23 1.14 1.12 1.19 

2015 ~ 2019 0.91 0.99 0.78 1.03 0.95 0.93 

Table 2. The number of research activities for each

country

Fig. 4. The research activities in past (2010~2014) 

and current (2015~2019) 5 years period for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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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을 100%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EU는 미국 대비 57%, 일본은 50%, 한국은 49%, 
중국은 47% 수준이었다. 피인용 건수를 기반으로 살펴보

면, 중국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미국 대비 약 1.6배 수준이

었다. 그 다음으로는 EU는 1.1배 수준이었다. 한국과 일본

은 각각 미국 대비 40%와 20% 수준이었다. 

Period Korea USA China Japan EU Avg.
2010 ~ 2014 39.2 109.7 52.4 40.7 67.0 61.8 
2015 ~ 2019 17.0 34.8 16.2 17.4 20.0 21.1 

Table 3. The number of research influence for each

country

Fig. 5에서는 과거(2010년~2014년)와 최근(2015
년~2019년) 연구 기간 동안의 연구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다만, 본 분석결과에서는 과거와 최근의 연구 영향력 값의 

절대적 비교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국가별 영향력의 변화 

경향만 살펴보았다. 이는 피인용 건수가 시간에 따라 누적

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과거와 최근 5년 동안 연구 영

향력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모두 미국이었으며, 특히 2010
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연구의 중심이 

미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시기에는 이전 시기 대비 미국

의 연구 영향력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미국 외 4개 국가의 

영향력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4 상위 연구기관 분석

 Fig. 6과 Fig. 7은 각각 과거(2010년~2014년)와 최근

(2015년~2019년) 연구 기간 동안의 연구 피인용수의 합이 

큰 상위 5개 연구기관을 도출한 결과이다. 2010년에서 

2014년 동안 게재된 논문을 기준으로 피인용 수가 큰 한

국의 연구기관은 차례대로 한국화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의 전체 피인용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화학연구원은 17%, 서울대학교는 10%, 성균관대학교

는 9%, 고려대학교는 8%, 울산과학기술원은 7%이었다. 
상위 5개 기관 피인용 건수의 합은 전체의 51%에 해당하

였다. 미국의 피인용수의 합이 큰 연구기관은 University 
of Nebraska (5%),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4%), University of Washington (4%),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3%),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3%)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연구

기관 피인용 합은 미국 전체의 20%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차례대로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 27%), University of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UCAS, 9%), Xi'an Jiaotong University (6%), 
Peking University (6%),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5%) 순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상

위 5개 기관은 중국 전체의 52% 수준이었으며 특히, CAS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피인용 건수를 보이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Kyoto University (9%), Kaneka 
Corporation (5%),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5%), ADEKA Corporation (5%),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5%)
로 확인되었다. 상위 5개 기관의 피인용 건수는 일본 전체 

대비 28%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다른 국가와

는 달리 일본의 경우 상위 연구 기관에서 2개의 화학회사

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로부터 일본의 태양전

지 분야에 대한 기초·원천연구가 산업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
의 경우.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Lausanne, EPFL, 10%)를 

처음으로, University of Oxford (4%), Imperial College 
London (2%), 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Fraunhofer ISE, 1%), Helmholtz-Zentrum Berlin 
(1%)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기관의 피인용은 EU 전
체 대비 1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최상위 

Fig. 5. The research influence in past (2010~2014) 

and current (2015~2019) 5 years period for 

eac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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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 EPFL이 차순위인 University of Oxford와 2배 이

상의 피인용 건수를 나타내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피인용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에서 2019년 동안 게재된 논문을 기준으로 연구 

피인용수의 합이 큰 연구기관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연구

기관 중 연구 피인용이 큰 기관은 차례대로 한국화학연구

원(21%), 한국과학기술원(KAIST, 9%), 성균관대학교

(9%), 고려대학교(8%), 연세대학교(7%)이었다. 상위 5개 

기관의 피인용 건수의 합은 전체의 52%에 해당하였다. 상
기 결과로부터 최근 10년 간 한국에서 태양전지 분야의 

R&D는 한국화학연구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26%), Stanford 
University (12%),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0%), University of Washington (9%),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8%) 순으로 나타났

다. 상위 5개 연구기관의 피인용 합은 미국 전체의 64%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차례대로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 17%),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 (6%), Fudan University (3%), 
Xi'an Jiaotong University (3%), Sun Yat-sen University 
(2%)로 확인되었다. 중국 상위 5개 기관의 피인용 수의 합

은 중국 전체의 31% 수준이었으며, 특히, CAS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14%), Kyoto University 
(14%),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13%), The University of Tokyo 
(13%), Osaka University (8%)로 확인되었다. 상위 5개 기

관의 피인용 건수는 일본 전체 대비 63% 수준이었다. 마
지막으로, EU의 경우에는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EPFL, 37%), University of Oxford (28%),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7%), Fraunhofer 

Fig. 6. The top 5 research institutes for each country

in past (2010~2014) 5 years period

Fig. 7. The top 5 research institutes for each country

in current (2015~2019) 5 year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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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Fraunhofer ISE, 6%), 
Helmholtz-Zentrum Berlin (5%)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
개 기관의 피인용 수의 합은 EU 전체 대비 8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 2개 기관의 피인용 건수의 

합이 65% 수준으로 특히 2개 기관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

다. 
 다음으로, 과거(2010년 ~ 2014년)와 최근(2015년 ~

2019년) 연구 기간 동안의 피인용 건수의 합이 큰 상위 5
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상세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화학연구원

이 태양전지 분야의 연구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피인용 건수는 전체 대비 21%
로 과거 5년 동안의 비중(17%)보다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

다.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한 4개 기관은 비슷한 수준의 

피인용 건수를 보였으나, 4개 기관 중 유일하게 성균관대

학교만 과거와 최근을 통틀어 상위 5개 기관으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위 5
개 기관의 연구 피인용 건수 합은 과거 51%와 최근 52%
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우 UCLA, NREL, 
University of Washington 3개 기관이 과거와 최근 5년 동

안 꾸준하게 상위 5개 기관 목록에 포함된 반면, 상위 5개 

기관 간 순위 변동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UCLA
의 피인용 건수 비율이 과거에는 3%였으나 최근 5년 동안

에 26%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경우, CAS가 과거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피인용 수

를 기록한 연구 기관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체 대비 

비중은 과거 27%에서 최근 17%로 낮아졌다. 또한 상위 5
개 기관의 피인용 합 비중이 과거 52% 수준에서 최근 

31%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 내 상위 5개 연구

기관으로의 집중이 현저하게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일본

의 경우에는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Kyoto University, AIST 3개 기관이 과거와 최근 5년 동안 

모두 상위 5개 기관에 포함되었다. 특히 일본은 다른 국가

와 비교해서 상위 5개 연구기관 간의 연구 피인인용 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과거 대비 최근 

5년의 피인용 건수 비중은 과거 28%에서 63%로 크게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경우 다른 4개 국가 대비 순

위변동이 가장 적었으며. EPFL, University of Oxford, 
Fraunhofer ISE, Helmholtz-Zentrum Berlin이 과거와 최근 

5년 동안 모두 같은 순위를 유지하였다. 기간별로 살펴봤

을 때 상위 5개 기관의 피인용 비중은 18%에서 83%로 다

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연구 집중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EPFL과 University of Oxford의 경

우 과거 10%와 4%에서 최근 37%와 28%로 증가한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통해 EU 내 태양전지 분야에서 2
개 기관이 가장 높은 연구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5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분석

태양전지 분야의 주요 5개 국가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

차는 Fig. 8과 같이 분석되었다. 이때, 전문가가 평가한 태

양전지 분야의 최고 기술 보유국은 미국이었으며, 따라서 

미국을 100%로 하여 그 외 국가의 기술수준에 대해 평가

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다음으로 높은 기술을 보

유한 국가는 차례대로 EU는 94%, 일본은 90%, 한국은 

88%, 중국은 85%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EU는 0.5년, 일본은 1년, 한국은 1.5년, 중국은 1년으로 분

석되었다. 태양전지 분야의 주요 5개국 모두 기술수준은 

15%, 기술격차는 2년 내로 보유 기술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고려된다. 

Fig. 8. The technology level and technology gap 

between US and the other countries

Fig. 9에서는 국가별 기술수준그룹을 선도(Leading), 추
격(Chasing), 후발(Following), 낙후(Lagging) 그룹으로 나

누어 5개국을 분류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이 태양전지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20%이었

다. 그리고 추격 그룹에 속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65.5%, 
후발 그룹에 속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12.7%, 낙후 그룹에 

속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1.8% 이었다. 주요 5개 국가 중 

선도 그룹이라고 평가된 비율은 가장 낮았으며. 전문가 대

부분이 한국은 태양전지 분야에 추격 그룹에 속한다고 평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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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라 평가한 비율이 72.7%이었으며, 그 다음 추격, 후
발 그룹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각각 25.5%와 1.8%이었다. 
앞서 최고 기술 보유국이라고 평가된 것과 동일하게, 태양

전지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응답이 다른 국가 대

비 높게 평가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선도그룹에 대한 비

율은 21.8%이었다. 그리고 추격 및 후발 그룹에 대한 평가 

비율을 각각 63.6%와 14.5%이었다. 중국의 평가 비율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전문가가 

중국을 추격그룹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선도

그룹과 추격그룹에 대한 평가 비율이 각각 40%, 50.9% 이
었으며, 후발 그룹이란 평가 비율은 9.1% 수준이었다. EU
는 선도그룹에 대한 평가 비율이 65.5%로 미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추격그룹과 후발 그룹에 대한 평가

가 각각 30.9%와 3.6%로 나타났다. 국가별 기술수준그룹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미국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EU 87.3, 일본 77.0, 중국 69.1, 한
국 67.9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선도그룹은 미국과 EU
이며, 추격그룹은 일본, 중국, 한국이었다.

마지막으로 Fig. 10에서는 연구개발 단계 중 기초연구 

및 응용개발 단계에서의 연구수행 능력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전문가들은 각각의 연구단계

에 대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5단계로 평

가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기초

연구 분야에서 주요 5개 국가 중 가장 연구역량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는 미국으로 88.2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EU 
84.5, 일본이 82.7, 한국이 72.3, 중국이 71.8로 평가되었

다.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 역량이 ‘매우 우수’로 평가되

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였고 다른 4개 국가의 경우 모두 

‘우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응용개발 단계에서의 연구수행 능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기초연구 단계의 역량 평가 결과와 같이, 미국

의 응용 개발 단계 연구역량이 8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EU는 기초연구 단계에서 85.0의 연구역량이 평가

되어 기초연구에 비해 미국과의 격차는 적게 나타났다. 한
국이 78.2로 그 다음 높은 연구역량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

으로 일본 77.3, 중국 76.8로 확인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은 응용개발 단계에서 비슷한 수준의 연구역량이 나타났는

데 특히, 일본의 경우 기초연구 대비 응용개발 단계에서 연

구역량이 낮게 평가되었다. 응용개발 단계에서는 모든 국

가가 우수 수준의 역량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lassification Korea USA China Japan EU
Technology 

Level Group
67.9 90.3 69.1 77.0 87.3

Chasing Leading Chasing Chasing Leading

R&D 
Competency

72.3 88.2 71.8 82.7 84.5

Good
Very 
Good

Good Good Good

Table 4. The point for technology level group and 

R&D competency for each country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태양전지 분야의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태양전지 분야의 주요 5

Fig. 9. The response rate for technology level group

Fig. 10. The R&D competency for each country in 

fundamental and application developmen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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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의 연구 동향 및 현재 기

술수준 조사·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태양전지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물인 연구논문 게재정보를 

수집하여 연구동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태양전지 분야의 기

술수준 및 기술격차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 논문의 게재 건수, 피인

용 건수, 연구 활동력(Activity), 연구 영향력(Influence)의 

분석항목 살펴보았다. 특히, 2010년에서 2014년 게재된 

연구논문을 기준으로, 한국은 연구 활동력이 주요 5개국 

중 가장 높아 연구자 수 대비 논문의 생산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반해, 연구 영향력은 연구 영향

력이 가장 높은 미국(100%) 대비 36% 수준으로 5개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에서 2019년 게재된 

논문을 기준으로, 한국의 연구 영향력은 연구 영향력이 가

장 높은 미국(100%) 대비 49% 수준으로 다소 향상되었

다. 전체적으로 논문 게재 건수를 감소하였으나 영향력 있

는 연구결과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위 연구기관 분석을 통해서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태양

전지 분야의 R&D는 한국화학연구원에 상대적으로 집중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성적인 분석을 위해서 기술수준, 기술격차, 

기술수준그룹, 연구수행능력의 항목에 대해 전문가 델파

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와 관

련하여, 태양전지 분야의 최고 기술 보유국은 미국으로 조

사되었으며 한국은 미국(100%)에 비해 기술수준 88%, 기
술격차 1.5년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개발 단계에 

따른 연구수행 능력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초연구 

분야 연구 역량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72점 수

준으로 5개 주요 국가 중 4번째 순위로 분석되었다. 그러

나 응용개발 단계의 연구수행은 78점으로 미국과 EU 다

음 3번째 순위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한국의 응

용개발 단계에서의 연구수행능력이 기초연구보다 다소 높

게 평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핵심기술

로써 태양전지 관련하여 선도적 기술 우위를 점하고, 기술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연구논문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미래의 

태양전지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고려된다. 아울러, 주요국 및 기

관별 세부 연구 분야에 대한 추가 보완 연구를 통해 기술

개발의 세부전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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