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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요응답형 순환교통(PRT: Personal Rapid Transit) 시스템

은 다수의 루프(Loop)를 포함하는 네트워크(Network)로 구

성된 노선상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목적지까지 무

정차로 무인 자율주행 방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미래형 신 교

통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1]. 특히, PRT 시스템과 같이 유

해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친환

경 대중교통 시스템(Eco-friendly public transportation)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예로, 태양광[2] 및

자기부상[3] 기술 기반의 PRT 시스템 개발의 가능성이 개

념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

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 하에 한국형 PRT 시스템이

2012년부터 개발되고 있다. 한국형 PRT 시스템은 정차 시

자기유도방식(Inductive power transfer)에 의한 무선 급전

(Wireless power supply) 방법에 따라 에너지가 공급되며, 공급

되는 에너지는 슈퍼커패시터(즉, LIC: Lithium-Ion Capacitors)

에 저장된다[4]. 운행 중에는 차상의 에너지 저장장치로부터

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공급이 불

가능하여 배터리의 성능이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

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한정적인 차상 에너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보

조 전원공급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많

이 고려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태양전지(Solar cell)는 반

도체 생산 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청정 무한 에너지원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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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의 신 교통시스템 개발 동향은 주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

져 있다. 그 중에서도, 수요응답형 순환교통(PRT: Personal Rapid Transit) 시스템은 그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

고 있으며, 첨단 전기 자동차(EV) 개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경쟁력은 보다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 배

터리에 의해 구동되는 차량의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난제를 극복하고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증대하기 위하여 태양전

지에 의한 보조 전력 공급을 위한 설계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모형실험을 통해서 논한다. 그 결과, 실제 차량에

적용했을 시 보조 전원 공급장치로서 일부 서비스 기기에 소요되는 전력량의 대략 11%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유연소재 태양전지의 장점은 저렴하고 가벼우며 디자인 의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

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유연함과 용이한 부착성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 전기 자동차, 유연소재 태양전지, 수요응답형 순환교통시스템, 광기전력 변환,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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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간편히 생성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을 시도하고 있

다. 최근 2014 북미가전쇼(CES)에서 소개된 포드 태양광 하

이브리드 자동차 ‘C-맥스 솔라에너지’는 태양광 기반의 운

송 수단의 상용화가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실

리콘(Si) 기반의 태양전지 개발 이후 그 종류 또한 늘어나

는 추세이며,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 실리콘, 화합물반도체와

같은 무기소재로 이루어진 무기(Inorganic) 태양전지[5,6]와

유기 물질을 포함하는 유기 태양전지(OPV: Organic Photo-

Voltaic)[5,7]로 구분된다. 유기 태양전지에는 염료감응 태양

전지(DSSC: Dye-Sensitized Solar Cell)[5,8,9] 및 유기 폴리

머(Organic Polymer) 태양전지가 포함된다. 또한, 태양전지

의 구조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웨이퍼 구조(벌

크 실리콘 태양전지), 박막 구조(화합물, 실리콘 박막 및 유

기 폴리머 태양전지) 및 광전기 화학구조(염료감응 태양전

지)로 분류될 수 있다. 많은 연구자가 전력 생산 단가를 낮

추기 위해 모듈 자체의 효율을 높이거나 제조 비용을 절감

하기 위한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5]. 특히, 최근 들

어 박막 형태의 태양전지 제조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최대 단

점인 낮은 효율을 극복한 다양한 태양전지가 상용화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며 경제적

/물리적으로 부담이 적은 유연소재(Flexible) 무기 태양전지

를 현재 개발 중인 PRT 차량의 보조 전원공급원으로서의 활

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필름형 태양전지는 태양광의 입

사 각도나 일사량에 따라 성능의 차이를 보이지만 저렴함,

유연함 및 부착의 용이성 등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2. 본 론

2.1 태양광 계측 시스템

2.1.1 태양광 계측 장비

한국형 PRT 차량에 적용될 필름형 태양전지의 효율(PCE:

Power Conversion Efficiency)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Fig. 1(a)와 같은 옥외 태양광 계측장비를 이용하였다. 본 계

측 장비는 옥외 자연광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 및 종류의

태양전지에 대하여 전류-전압 특성곡선(I-V characteristic

curve)을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효율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측정 가능한 태양전지의 종류에 따른 지그(Jig) 형상

은 Fig. 1(b-e)와 같다. 그 외, 각 지그의 구동을 위한 소스

미터(Source-meter, Keithley 2400, M9712 및 K101)가 포함

되어 있으며, 측정 당시의 일사량을 측정하기 위한 일사량

계(Solar power meter, TES 1333R)와 6" 크기의 태양전지

의 효율을 측정할 때 태양전지의 표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

지해주기 위한 온도 제어장치(McScience T901T solar thermo-

station)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다.

2.1.2 효율 측정 원리

태양전지의 효율(η)[10]은 식 (1)과 같이 표준시험조건(STC:

Standard Test Conditions)하에서의 입사광 에너지(Pin)에 대한

최대 출력 에너지(Pmax)의 비로 계산된다.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에 명시된 표준시험조건

은 표면온도 25oC 및 AM 1.5G(100mW/cm2)의 조도 조건

을 의미한다. 최대 출력 에너지는 단락 전류(Jsc), 개방 전압

(Voc) 및 충진율(FF)의 곱으로 정의된다. 각 변수의 실제 값

은 Fig. 2와 같은 전류-전압 특성곡선으로부터 얻어진다. 참

고로, 본 곡선은 0V에서부터 개방 전압까지 전압 값을 변

화시키면서 전류 값을 측정함에 의해서 정의된다. 여기서 단

락 전류(Short-circuit current)란 태양전지 회로가 단락되었

을 때 태양전지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로서 광자 유속

밀도(Photon flux density)의 영향을 받는다. 개방 전압(Open-

circuit voltage)은 회로가 개방되었을 때 태양전지가 인가되

는 최대 전압으로 보통 태양전지의 재조합(Recombination)

정도에 크게 좌우되는 값이다. 충진율(FF: Fill Factor)은 식

(2)와 같이 단락 전류와 개방 전압의 곱에 대한 최대 출력

의 비로 나타나는데 션트(Shunt) 저항이 클수록, 직렬저항이

작을수록 그 값이 증가한다.

Fig. 1 (a) I-V characteristic curve measurement system for vari-

ous solar cell types, such as: (b) 6" wafer, (c) CIGS, (d)

DSSC, (e) OPV

Fig. 2 I-V characteristic curve of a typical solar cell and defini-

tion of each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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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2)

2.1.3 계측 시스템 검증

구축된 계측시스템의 검증을 위하여 교정된 기준 태양전

지(Reference solar cell: Si)를 이용하여 효율을 측정하였다.

태양 전지의 전류-전압 특성곡선은 계측장비의 공급업체인

McScience, Inc.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K3000)를 이용해

서 얻었다. 그 결과, Fig. 3과 같이 측정효율은 대략 11.11%

로 기준 태양전지의 공급업체(McScience Inc.)에서 제공한 성

적서 효율(15.39%)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참고로, 성적서 상의 효율은 표준시험조건

하에서 인조광원 및 솔라시뮬레이터(Solar simulator)를 이용

해서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옥외의 자연광 조건에서의 결

과 값에 비해 높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Efficiency measurement of the reference solar cell: (a) Ref-

erence solar cell (Si, 20×20mm) (b) Measurement results

2.2 필름형 태양전지의 적용

2.2.1 필름형 태양전지

현재 구축된 계측장비에는 단위 셀(Cell) 및 모듈(Module)

을 포함해서 다양한 종류의 태양전지를 계측할 수 있도록 지

그가 준비되어 있다. 서론에서 언급된 종류별 태양전지는 에

너지의 생산 원리나 제조 방법이 서로 상이하다. 무기 태양

전지는 고전적인 무기 반도체 소자의 p-n접합 다이오드(p-n

junction diode)에 의해 광기전력(Photoelectro-motive force)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가장 오래되고 범용화된 기술이다. 실리

콘(Si) 계열, CdTe, GaAs 및 CIGS(Copper Indium Gallium

Selenide)[6] 태양전지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가장 큰 장

점으로는 Table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유기 태양전지에 비

해 높은 효율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광 흡수 파장 대

역을 확장하기 위한 다층 구조(Multi-junction)의 태양전지는

60%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모듈로서 상용화

되기에는 공정의 신뢰성이 아직 확보되지 못했다[5]. 또한,

CIGS 태양전지의 경우 비 실리콘계열 태양전지 중 가장 높

은 효율을 보여주지만, 재료(예: Indium)의 희소성, 높은 수

입 의존도와 대면적 제작을 위한 높은 공정비용 및 버퍼층

(Buffer layer)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재료(예: Cd)의 인체

유해성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6]. 그 외, 광합성의 원리를

응용한 염료감응 태양전지(DSSC)[8]나 유기반도체 물질을 근

간으로 한 유기 태양전지(OPV)[7]는 박막 형태로의 제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효율이 낮고 내구성이 좋지 않아

서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다. Table 1은 최근(2013년 7월 기

준) 발표된 태양전지의 종류별 공인 효율을 정리한 표이다

[11].

최근 들어 무기반도체 소자의 박막 형태의 태양전지 제조

기술(예: MOCVD 혹은 MBE)이 향상됨에 따라 실리콘 계

열의 필름형 무기 태양전지의 연구 또한 활발하다[5]. 무엇

보다도 박막 형태의 무기 태양전지는 낮은 제작 비용, 소재

의 유연함과 검증된 높은 효율 및 내구성 때문에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운송 시스템에 적용하는 단

계에서는 단순 효율보다는 단위 무게당 출력 에너지 값

(Specific weight in Watts per gram)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

다[12].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듈의 성능에서는 단위

셀에 비해서는 큰 성능 차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 단

가 및 모듈의 특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비결정질

실리콘(Amorphous Si) 필름은 상용화된 모듈 중에서는 가

장 낮은 효율을 보여주지만, 대량 생산 가능성 및 낮은 생

산 단가의 장점 외에 태양광의 입사 각도나 여름철 고온 환

경에서의 온도에 대한 영향이 적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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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firmed cell and module efficiencies measured under the global AM 1.5 spectrum (100mW/cm2) at a cell temperature of 25oC

Classification
Efficiency [%] Description

(Module)Cell Module

Inorganic

α-Si 10.1 ± 0.3 10.9 ± 0.4 Oerlikon solar lab, Neuchatel (LG electronics)

CdTe 19.6 ± 0.4 16.1 ± 0.5 GE global research (First solar)

CIGS (Thin-film) 19.8 ± 0.6 15.7 ± 0.5 NREL (Miasole)

c-Si 25.0 ± 0.5 22.9 ± 0.6 UNSW PERL (UNSW/Gochermann)

Poly-Si 20.4 ± 0.5 18.5 ± 0.4 FhG-ISE (Q-Cells)

InGaP/GaAs/InGaAs 37.9 ± 1.2 - Sharp

Organic
DSSC 11.9 ± 0.4 - Sharp

Organic (Thin-film) 10.7 ± 0.3 - Mitsubishi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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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차량 디자인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고 상용화되

어 가격이 저렴한 실리콘 계열의 필름형 태양전지를 보조 전

원공급원으로서 PRT 개발 차량에 적용하고자 한다.

2.2.2 태양전지의 적용(안) 및 효율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실제 차량에 적용하기 전의 설계 단계에서

의 적용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Fig. 5(a)와 같이 실 차량의 1/

6 크기의 모형차량을 이용해 효율을 측정하였다. 차량의 루프

(Roof)에 맞는 적절한 크기를 가진 PowerFilm사의 MPT15-75

태양전지를 사용했으며 기본 사양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필름형 태양전지를 차량에 부착하기 전에 측정한 결과 계

측환경의 차이 때문에 업체에서 제공한 성적서의 효율인

5~7%보다 낮은 결과(대략 3%)를 나타냈으며, 차량 부착 후

측정한 경우 또한 아래의 Table 3과 같이 대략 3~4%의 낮

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는 계측장비에서 효율을 계

산할 때 1sun(100mW/cm2)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실제 태양

광 조건은 실험실 환경(표준시험조건)이 아닌 자연광으로 입

력되는 광의 특성(Power density 혹은 Wavelength)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측정값이기 때문에 효율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모형 차량의 소

재는 합성수지(Resin)로 열전도율이 낮아 태양의 고도가 가

장 높은 시간대에는 표면 온도가 대략 65oC도 이상으로 상

승하여 성능을 보다 저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실제로 태양전지를 적용했을 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인 최대 출력 값(Pmax)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

다. Fig. 5(b)는 Fig. 5(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태양전지 필

름을 전도성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부착했을 경우에 얻어

진 전류-전압 특성 곡선을 나타낸다.

실질적으로 차량에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낮

동안(대략 6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생산 가능한 전력

량을 측정해 보았다. 초가을의 구름 없는 날씨에 오전부터

해가 가려질 시간까지 시간대별로 입사각에 따른 영향을 비

교하기 위하여 90o의 차이를 두고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측

정을 시도하였다. Fig. 6은 방향별 측정된 광량 및 출력 에

너지양의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 일사량에 따라 최대 출력 에너지양은 변화하였으며, 예

측한 데로 일사량이 줄어들수록 출력 에너지양도 감소하였

다. 하지만 방향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았다. 실험

환경의 특성상 오후 3시경 이후로 해가 가려져 광량이 급

격히 떨어져 전체적인 출력 에너지양이 많이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

Fig. 4 Specific weight of various photovoltaic technologies: for

complete modules and individual cells

Table 2 Specifications of thin-film solar cell MPT15-75

Operating voltage 

[V]

Power 

[W]

Current 

[mA]

Width 

[mm]

Length 

[mm]

Weight 

[g]

15.4 0.77 50 73 253 13

Table 3 Power conversion characteristics of thin-film solar cell MPT15-75 under natural illumination

VOC [V] JSC [mA/cm2] FF PCE [%]a Vmax [V] Imax [A] Pmax [W]

54.26 0.11 54.71 3.21 39.32 0.041 1.63

aCalculated assuming 1 sun AM 1.5G radia 1

Fig. 5 Small-scale demonstrations: (a) Flexible solar cells attached

on a roof, (b) I-V characteristic and power curves

Fig. 6 Variations of maximum power in specific conditions: (a)

Horizontal and (b) Vertical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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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보조전원 공급원으로서의 가능성 검토

실제 차량의 적용 시에도 모형실험에 적용된 방법과 마찬

가지로 PRT 차량 외형 디자인의 심미성과 전력 생산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래의 Fig. 7과 같이 차량의 루프

에 필름형 태양전지를 설치하고자 한다. 부착 가능한 루프

의 면적은 대략 3.88m2이며, 계측에 사용된 필름형 태양전

지의 면적은 0.055m2이다. 이에 따라, 실 차량의 루프에 부

착 가능한 필름형 태양전지 모듈의 개수는 본 실험에 사용

된 모듈의 크기로 대략 70개로 예측되었고, 최대 출력 에너

지(Maximum power point) 기준으로 대략 114W의 전력 혹

은 549.92Wh(가로 방향)/506.1Wh(세로 방향)의 전력량(즉,

Fig. 6에서 푸른색 영역의 넓이)이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

측되었다. 현 차량의 주요 서비스 기기 전력 소비(예측)량은

위의 Table 4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전력의 총합은

816W로 필름형 태양전지를 사용할 경우 일부 서비스 기기

(등 구류, 전송장치 및 통신장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Fig. 6과 같이 6시간을 운영한다고 가

정했을 때 요구되는 전력량은 4,896Wh이고 태양전지에 의

해 대략 11%정도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표면의 온도 조건이 현재보다 개선된다면 더욱 향상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형 차량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필

름형 무기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현재 개발 중인 PRT 차량

에 보조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였

다. 연구에 사용된 필름형 태양전지는 유선형 디자인이 많

은 현재 차량 외형 디자인의 의도를 그대로 살리면서 적용

할 수 있고 가벼우며 내구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태

양 전지의 적용 시 차량 형상의 특성 때문에 태양광의 입

사 각도에 따라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그 적용 가능성을 실험적 방법을 통해서 성공

적으로 입증하였고, 실제 차량에 적용했을 시 보조 전원 공

급장치로서 일부 서비스 기기에 소요되는 전력량의 대략 11%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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