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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유재*,손선익*,김도석*,신 의*†

* 앙 학교 기계공학부

CharacteristicsofSolarCellbyThermalShocktest

Kang,Min-Soo*,JeonYu-Jae,Kim Do-Seok,Shin,Young-Eui*†

*SchoolofMechanicalEngineering,Chung-AngUniversity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열충격 시험을 통하여 Cell 벨에서의 효율 하 특성을 분석하 다.열충격 시험은 PV모듈의 시

험 규격인 KSCIEC-61215를 이용하여 보다 가혹한 조건인 -40℃에서 120℃의 조건으로 500사이클 수행하 다.

I-V 측정을 통하여 효율을 분석한 결과,열충격 시험 13.9%에서 열충격 시험 후 11.0%로 효율이 하 으며,

감소율은 20.9% 나타났다.EL촬 을 통해 표면을 분석한 결과 Ribbon 합부 Gridfinger의 손상으로 확인 으

며,보다 정확한 효율 하의 원인을 분석하기 해 단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면손상으로 확인 되었던 치의

Cell내부에서도 Crack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FF값을 분석한 결과 열충격 시험 72.3%에서 시험 후 62.0%

로 11.8%의 감소율을 보 다.따라서,경년 시 나타나는 효율 하는 Cell자체의 소모 력 증가와 외부환경에 의한

표면 손상 Cell내부의 Crack에 기인하여 가속된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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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PV :Photovoltaic

EVA :EthyleneVinylAcetate

EL :Electroluminescence

I-V :Current-Voltage

FF :FillFactor

1.서 론

최근 유가의 변동이 심해지고 지구환경에

한 국제 인 심이 높아지면서 안정 이

고 깨끗한 미래 에 지원의 확보가 경제

측면은 물론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주요한 과

제로 부각 되고 있다.이와 같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에 지 산업 에서 세계 인 심

속에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태양 발

산업은 해마다 30%이상의 놀라운 성장률

을 보이고 있으며,지 처해있는 지구 환경

에 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향후에도 이

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측 하고

있다.[1]이러한 태양 산업은 재 결정계

실리콘의 PV모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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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KSCIEC-61215[2]규격에 의거하

여 PV모듈의 기계 , 기 설계 격성을

단하고 있다.PV모듈은 STC(표 시험조

건 :수직복사 E=1000, 지온도 T=2

5℃ ±2℃,공기질량 AM=1.5의 정의된 분

KSCIEC-60904-3[3]따른 태양기 복사의

분 분포)하에서 20년 혹은 25년의 품질 보

증을 하고 있지만 경년에 따른 효율 하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열충격 시험을 통한 Cell

벨에서의 효율 하 특성을 분석하여 PV모듈

의 효율 하 원인에 해 고찰하 다.

2.실험 방법

2.1실험시편

PV 모듈이란 ‘다수의 솔라 셀을 직렬로

연결하여 력생산에 사용하기 편리한 크

기로 만든 규격화 제품’을 말하며 옥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장기간 자연환경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PV 모듈의 조립 공정을 보

면,그림 1과 같이 투과율이 높은 강화유

리에 EVA-SolarCell-EVA-후면시트 순

으로 층한 후,아래로부터는 열을 가하

고,후면에서는 컴 서로 공기를 빼며

진공압착으로 한다.[4] 와 같이 제작

된 PV 모듈은 다양한 인자로 구성 되어

있어 경년 시 효율 하 원인을 분석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가장 기 인 Cell

벨에서 부터의 근이 필요하다고 단된

다.따라서 그림 2와 같이 Agpaste로 Grid

finger와 면 극 3개를 형성하고 그 에

Ribbon을 Tabbing한 단결정 SolarCell을

시편으로 하여 열충격 시험을 진행하 다.사

용된 Cell은 200 두께의 Ribbon이 Tabbing

된 가로,세로 15.6mm로 면 238.95을

갖는 시편을 사용하 다.

그림 1.PV모듈

그림 2.시편 형상

2.2열충격 시험

경년 시 나타나는 효울 하의 경향성을 빠

르게 확인하여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열

충격 시험을 수행하 다.태양 지의 장기

신뢰성 평가기법 PV 모듈에서의 열사이

클[IECKSC61215]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열충격 시험은 아직 규격화 되지 않은 실정

이다.본 실험에서는 PV모듈의 열사이클 시

험보다 좀 더 가혹한 조건인 열충격 시험을

선정하여 온 -40℃ ,고온 120℃에서 각각

15분씩 유지하 으며,LampingTime을 포

함하여 총 30분을 1사이클로 500사이클을 수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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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열충격 시험 온도 로 일

2.3EL I-V측정

그림 4(1)의 장비를 이용한 EL촬 을 통해

표면을 분석하고,그림 4(2)의 장비를 이용하

여 I-V를 측정하여 기 특성을 분석하 다.

Cell의 표면에서의 변화를 찰하기 해

EL촬 을 실시하 으며 EL은 Cell에 기장

을 주었을 때 Cell이 빛을 내는 상을 이용

하여 표면사진의 음 에 따라 Cell의 균열

Gridfinger의 손상 유,무를 분석할 수 있

는 기법이다.I-V측정은 태양 지에 STC(표

시험조건 :수직복사 E=1000, 지

온도 T=25℃ ±2℃,공기질량 AM=1.5)의 일

사량을 주어 개방 압(),단락 류(),최

출력 압(max) 류(max),최 출력

력(max)측정을 통해 태양 지의 효율

FillFactor(FF)를 산출하여 분석하는 기

법이며,FF는 이론출력 비 실제출력의 비

를 %로 표시 한 수치이다.이론 출력 력은

Cell의 Diode구조특성(P-N 합)[5]에 의한

설 류가 나타나지 않는 (Short-Circuit

Current)와 Cell에서의 출력으로 흐르는

류가 ‘0’인 상태에서 Diode의 Shunt 항에

의해 형성 된 최 압 (Open-Circuit

Voltage)의 곱이다.[6]반면 실제 출력 력은

MaxPoint 에서의 max와 max의 곱으로

표 할 수 있다.따라서 FillFactor는 이론

값 비 실제 값의 비로 태양 지의 성능을

평가하는 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1)K3300SolarCell

Micro-ImagingSystem

(2)K3000LABSolar

CellI-VMeasurement

System

그림 4.McScience측정 장비

3.결과 고찰

3.1효율 하

효율은 SolarCell에 100을 인가하여

얻은 출력 값(max)을 Cell의 면 으로 나 어

산출하 다.그림 5와 같이 열충격 시험 효율

은 13.9% 으나,열충격 시험 후에는 11.0%로

기효율 비 20.9%의 감소율을 보 다.

그림 5.효율의 변화

3.2EL촬 을 통한 표면 분석

EL촬 을 통해 열충격 시험 ,후 Cel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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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 분석하 다.그림 6(2)와 같이 열충격

시험 후 Cell표면의 음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CellCrack,Ribbon 합부의 단락,

Gridfinger의 단선과 같은 불량이라 단된다.

한 와 같은 Cell의 변화가 효율 하에

향을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이를 정확

히 분석하기 해서는 FillFactor Cell의

단면 찰을 통해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1)0Cycle (2)500Cycle

그림 6.열충격 시험 ,후 Cell의 EL분석

3.3FillFactor

I-V측정을 통해 효율 하를 분석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열충격 시험 FF는 72.3%

으나,열충격 시험 후 62.0%로 11.8%감소

된 것을 확인 하 으며 이는 Cell내부의 다

이오드 특성 직렬,병렬 항에 의해 산출

되는 값으로 경년에 의해 Cell내부의 직렬

항의 증가 병렬 항의 감소가 효율변

화에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5]

그

림 7.열충격 시험 ,후 FF변화

3.4단면분석

효율 하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기 하

여 표면 변화에 따른 단면을 분석하 다.그

결과 열충격 시험 후 표면의 손상이 발견되

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그림 8(1)과 같이 Cell

내부에서의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음

의 변화가 있어 불량이라 단된 부분에서는

그림 8(2)와 같이 Cell내부에서도 Crack이

발견되었다.이는 반복 인 열에 의한 Ribbon

합부와 Cell의 열팽창계수의 차에 의한 손

상으로 분석된다.따라서 경년 시 나타나는

P-N 합 사이의 설 류에 의한 FF감소와

Cell내부에서의 Crack으로 인해 효율 하

의 원인이 되었으며,더욱 가 되었다고

단된다.

향후 다양한 시험법 다양한 환경조건을

통해 Cell내부에서의 Crack이 생기는 치

와 성장요인에 해 분석하고 규명하여 PV

모듈에서의 장기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

여야 할 것이다.

(1)표면분석 시 손상이 없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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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면분석 시 손상이 있는 부분

그림 9.열충격 시험 후 단면분석

4.결 론

열충격 시험을 통한 태양 지 Cell 벨에

서의 효율 하 특성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열충격 시험 비 열충격 시험 후 효

율은 20.9%의 큰 감소율을 보 다.

(2)표면을 분석한 결과,열충격 시험 후 Cell

Crack,Ribbon 합부의 단락,Gridfinger

의 단선을 확인하 다.

(3)열충격 시험 후 FillFactor를 분석한 결

과 소모 력 증가에 의해 11.8%의 감소

율을 보 다.

(3)경년 시 효율 하의 원인은 소모 력증

가,표면불량,Cell내부의 Crack에 기인

하 다고 단된다.

(4)향후 다양한 시험법 분석기법을 통해

PV모듈에서의 효율 하 원인을 분석하

여 장기 신뢰성 향상의 확보방안을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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