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 www.iitp.kr 

주간기술동향 2018. 12. 12. 

Ⅱ. 2019년 글로벌 태양광 발전 산업 5대 트렌드 예측

◾ 중국의 시장조사기관 PV InfoLink(인포링크)는 전세계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2019년에 전개될 

5대 트렌드를 예측 발표하였는데, 첫 번째 트렌드는 글로벌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임

▸ 2018년에 88GW까지 떨어진 글로벌 수요가 2019년에는 112GW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제 13차 5개년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도입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용량이 증가한 데 더해 인도와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2019년 중반까지는 시장 정체가 계속 되겠지만 2분기 말미에 들어가면 기업들이 조달을 활발

히 시작하면서 패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4월에 2019년 

최저치를 찍은 이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임

[표 1] 2019년 태양광 패널 수요 및 국가별 비중 전망

◾ 2019년의 두 번째 트렌드는 태양광 패널 관련 업체들의 통폐합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것인데, 

경쟁력이 없는 기업부터 도태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에는 소규모 웨이퍼 업체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었는데 이러한 추세가 2019년에도 지

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태양 전지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중국 서부로 이전시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PV 인포링크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신장위구르자치구, 내몽골자치구, 쓰촨성의 폴리실

리콘 설비 용량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최신 ICT 이슈*

연도 중국 인도 미국 일본 EU 중동 아프리카 기타 계

2018 39% 9% 8% 7% 11% 5% 2% 19% 88 GW

2019 38% 11% 11% 4% 12% 5% 2% 17% 112 GW

<자료> PV InfoLink, IITP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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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트렌드는 단결정(Single Crystal) 실리콘의 경쟁력이 계속 강화된다는 것인데, 2019년

에 마침내 단결정 실리콘 패널의 비중이 다결정 패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

▸ 태양광 전지는 폴리실리콘 원석을 가공해 만들며 제작 방식에 따라 단결정과 다결정으로 나뉘

는데, 단결정은 실리콘 원자배열이 규칙적이고 배열방식이 일정해 전자 이동의 걸림돌이 없어 

변환율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생산과정이 복잡해져 원가가 높은 단점이 있음

▸ 반대로 다결정 태양 전지는 공정이 간

단해 생산원가는 낮지만 내구성과 변

환 효율이 단결정보다 떨어지는 단점

이 있음

▸ 단결정 실리콘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

은 2017년 28%였지만 2018년 46%

까지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는 57%

로 늘어나고 5년 후인 2023년경에는 

71%까지 늘어날 전망

▸ 이는 고효율 및 고출력 태양 전지를 생

산하게 해주는 기술인 ‘PERC’(Passivated Emitter Rear Cell)를 채택한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 패널의 출력이 2019년 2분기에 장당 310W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장당 275W 출력인 다결정 패널과 비교해 35W가 높은 수준임

◾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트렌드는 발전효율을 개선시키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고출력화

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들의 채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

▸ 제 4의 트렌드는 태양 전지 셀의 크기와 두께의 변화인데, 태양 전지는 변환 효율을 올리는 

것이 어려운 반면, 셀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셀을 더 얇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해 단위 비용 

당 고출력을 도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

▸ PV 인포링크에 따르면 2019년에 한 변이 157mm 이상인 셀의 점유율이 20%에 이를 전망

이며, 셀의 두께 면에서 보면 기존 200μm 전후에서 160μm을 채택한 생산 라인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 다섯 번째 트렌드는 태양광 셀을 1/2 크기로 커팅한 하프셀(Half Cell)이나 멀티버스

바(Multi Busbar: MBB) 기술 등 고출력화와 관련된 기술의 채택이 늘어난다는 것

<자료> PV InfoLink

[그림 1] 단결정-다결정 태양광 패널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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