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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 of a DLP-beam projector is proposed to measure solar cell quantum efficiency distribution. The 

measurement requires a good spatial uniformity of the beam from the projector. We measured the 

spectral power distribution of the beam projector and the spatial uniformity of the white beam. By 

changing the gray level of the white beam at the measured spatial points, we improved the spatial 

illuminance uniformity to be about 2 % which was otherwise as much as 400 %.

태양 지는 태양 이 조사되는 체 면 에 한 

양자효율 측정도 요하지만, 양자효율의 균일도 

측정도 매우 요하다. 그 이유는 태양 지 내부

의 국부 인 재료 결함이나 동작 특성의 이상에 

따라 태양 지의 수명이 향을 받기 때문이다.

태양 지의 양자효율 균일도는 백색 이나 이

를 학계를 통하여 태양 지의 일부분에 조사

하고, 이를 공간 으로 주사하면서 측정한 태양

지의 단락 류를 2차원으로 맵핑하여 얻을 수 있

다(1).

상용 빔 로젝터를 이용하면 공간 으로 주사 가

능하고, 조사 면 도 가변할 수 있는 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양자효율 균일도 측정을 해서

는 이러한 원으로부터 태양 지에 조사되는 복

사조도가 공간 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빔 로젝터의 조도 공간 

균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빔 로젝

터의 복사조도를 균일화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빔 로젝터는 컴퓨터를 통하여 이미지 패턴

과 주사율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다. 태양 지

에 조사되는 이미지 패턴은 이미지의 화소 수와 

해상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조사된 태양 지

의 일부분으로부터 나오는 단락 류는 디지털 

류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측정에 사용된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로젝터는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 소자

를 이용한 것으로 LCD(Liquid Crystal Display) 

로젝터에 비하여 입력된 디지털 신호를 표 해

주는 반응속도가 빠르고 명암비도 높다. 따라서 

각 화소별로 투 되는 이미지 처리시간이 빨라 

태양 지의 원하는 부분에 이미지 패턴을 조사하

고 이를 공간 으로 빠르게  주사할 수 있다.

태양 지의 양자효율 측정을 해서 가장 우선

으로 알아야 할 것은 DLP 로젝터에서 조사되

는 빛의 분 분포이다. 먼 , DLP 로젝터로 백

색 을 만들고 분 복사계를 사용하여 빛의 상

분 분포를 측정하 다. 그림 1과 같이 빛의 분

분포는 400 nm ∼ 720 nm 역이기 때문에 실리콘

계 태양 지의 양자효율을 평가하기에 충분할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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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LP 로젝터의 상 분 분포

다음으로 DLP 로젝터를 사용하여 태양 지의 

일부분에 백색 이 조사되는 것을 가정하고 조

도계를 사용하여 치별 조도분포를 측정하

다. DLP 로젝터에서 35 cm 떨어진 면에서 상이 

가장 선명하게 맺히도록 거리를 조정하 고, 

이때, 체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20 cm, 세로 15

cm이었다. DLP 로젝터의 40픽셀로 원형 이미

지를 만들고, 조도계의 수 부 앞에 직경이 5

mm인 마스크를 설치하여 조도를 측정하 다. 

조도의 분포는 체 이미지 크기를 가로, 세로 

10 등분한, 총 100개 지 에서 측정하 다.

그림 2. DLP 로젝터의 조도분포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조도의 최 값과 최소

값의 차이가 4배 이상으로 상보다 크게 나타났

다.

일반 으로 태양 지는 양자효율의 비선형성이 

크기 때문에 복사조도의 공간분포가 이와 같이 

차이가 클 경우에는 양자효율 균일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사조도의 분포가 균일한 빔을 

발생시키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하여 우리는 DLP 로젝터에서 조사되는 

백색 을 8비트 그 이 벨의 변화를 주어 치

에 따른 조도를 일정하게 맞추어주는 방법을 

용하 다. 앞에서 정한 100개의 치별로 조

도가 일정해 지도록 백색 의 그 이 벨을 자

동 스 일링하 다.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체 

측정 면 에서 2 % 이내의 조도 균일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 그 이 벨을 용한 DLP 로젝터의 조도분포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태

양 지의 양자효율 균일도를 고속 측정할 수 있

는 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빔 로젝터는 태양

지와의 거리를 가변하여 조사면 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  태양 지의 효율분포 측정에

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한, 여러 가지 이미지 패턴을 자유로이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 지의 공정 특성에 맞는 특정

한 패턴이나 시계열(time series) 패턴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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