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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지의 Cell 벨에서의 장기 신뢰성에 한 연구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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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고온고습 시험을 통하여 Cell 벨에서의 표면 찰 효율 하를 분석하 다.고온고습 시험 조건은

KSCIEC-61215에서 제시한 PV module하의 조건을 이용하여 온도 85℃,습도 85% 조건하에 1000시간 동안 수

행하 다.고온고습 시험에 따라 효율에 직 인 향을 수 있는 이상 유·무를 Cell표면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고온고습 시험 수행 부분 으로 변색되는 것을 확인하 다.고온고습 시험 단결정 Cell의 효율은 17.74%

으며,1000시간 수행 후 15.63%으로 11.89%의 감소율을 보 다.다결정 Cell의 시험 효율은 15.46%,1000시간

수행 후 효율은 14.02%로 9.31%의 감소율을 보 다.경년 시 나타나는 기 특성을 분석하기 해 FF(Fill

Factor)값을 분석한 결과,고온고습 시험 단결정 Cell은 78.71%에서 75.01%로 4.7%의 감소율을 보 으며,다결

정 Cell은 78.10%에서 76.66%로 1.84%의 감소율을 보 다.효율 FF값에서 단결정 Cell이 다결정 Cell보다 감

소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이는 단결정 Cell이 외부 환경에서 더욱 크게 작용하여 효율 하에 향을 주었

다고 단된다.

Keywords:PVmodule,BareCell,EL,I-V,FillFactor,Power drop, FillFactor,

Hitemperature& humiditytest 

1.서 론

유가의 폭등 화석연료의 고갈이라는 문

제를 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재생에 지

에 한 심이 집 되고 있다.

재 국내 국외에서 신재생에 지 사업

에서 큰 역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 산업

은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놀라운

발 을 이룩하 고, 계속해서 발 이

다.
1)

태양 지 모듈에 한 품질 인증은 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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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ucture

(b)PVmodule

그림 1.PVmodule 구조

(a)단결정 Cell (a)다결정 Cell

그림 2.단결정 Cell과 다결정 Cell

한국에 지 기술연구원,한국산업 기술시험

원과 같은 시험 공인 기 의 인증이 필수

이다.장기 신뢰성은 STC(표 시험조건 :수

직복사 E=1000, 지온도 T=25℃ ±

2℃,공기질량AM=1.5의정의된분 KSC-IEC

60904-3에 따른 태양기 복사의 분 분포)

하에서 력 90%,25년 보증은 STC하에서

력 80%를 최소한 만족시켜야 한다.
2)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장기 신뢰성과 내구

성에 련된 인증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년에 따른 태양 지의 효율이 감소

하고 있으며,이를 규명하기 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환경시험법인 고온고습 시험을 통해 Cell

벨에서의 태양 지 장기 신뢰성에 하여

분석하 다.

2.실험 방법

2.1실험 시편

재 PV(Photovoltaic)module은 BareCell

의 면 극 에 Ribbon을 Tabbing하고

SolarCell을 형성한 후 이를 모듈화 시키기

하여 SolarCell 면과 후면에 Glass( 철

분강화유리),EVA(EthyleneVinylAcetate),

Backsheet등과 함께 Lamination공정을 거

쳐 그림 1과 같이 PVmodule이 만들어진다.

여기서,태양에 지를 기에 지로 변환

시키는 요한 인자는 cell이며,구조상 가장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따라서 경년시 나

타나는 Cell의 특성이 PVmodule의 장기 신

뢰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단결정

(singlecrystalline)과 다결정(polycrystalline)

Cell로 선정하 다.그림 2와 같이 시편의 면

은 단결정 Cell238.95,다결정 Cell243.36

로 Cell표면에 Agpaste로 면 극과

Gridfinger만을 형성한 BareCell로 하 다.

2.2고온고습 시험

외부 환경 조건하에서 경년시 태양 지는

효율이 하된다.따라서 효율 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 신뢰성을 검토하기 해 표

환경시험법인 고온고습 시험을 Cell 벨

에서 수행하 다.고온 고습의 조건은 PV

module상태에서의 수행조건인 KSC-IEC

61215규격을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이 85℃

/85% RH에서 1000시간 동안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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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hr (b)200hr

(c)400hr (d)600hr

(e)800hr (f)1000hr

그림 4.단결정 CellEL촬

(a)0hr (b)200hr

(c)400hr (d)600hr

그림 3.고온고습 시험

3.결과 고찰

3.1표면 찰

고온고습 시험 1000시간 수행 후 단결정과

다결정 Cell에서의 효율 하를 분석하기

해 EL(Electroluminescence) 촬 을 통한

Cell의 표면 사진을 그림 4와 그림 5에 나타

내었다.고온 고습 시험에 장시간 동안 노출

된 Cell의 표면을 분석한 결과 단결정과 다

결정 Cell모두에서 부분 으로 손상된 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를 통해 고온고습 시험 단결정

Cell표면의 손상이 없었으며,600시간 수행

후 손상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그림 5를 통해 다결정 Cell에서

도 400시간 수행 후 표면이 부분 으로 손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결정 Cell과

단결정 Cell의 손상 부 를 확 하여 분석한

결과 습도의 향에 의한 단순한 시편변색으

로 보이지만,향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Cell표면의 ARC(AntiReflectingCoating)

층이나,N형 극 층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효율에 직 으로 향을 주었는지 단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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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00hr (f)1000hr

그림 5.다결정 CellEL촬

3.2효율 특성 기 특성

단결정 Cell의 시편(238.95)과 다결정

Cell의 시편(243.36)에 100을

인가하여 출력값(max)을 확인하고 그 값을

Cell의 면 으로 나 어 효율을 산출하 다.

그림 6을 통해 단결정 Cell에서의 시험

출력 값은 4027.22로 효율은 17.74% 으

며,고온고습 시험 1000시간 수행 후의 출력

값은 3735.44로 효율은 15.63%으로 고온

고습 1000시간 수행 후 11.89%의 감소율을

보 다. 한,다결정 Cell의 시험 출력 값

은 3574.04로 효율은 15.46% 고,고온

고습 시험 1000시간 수행 후의 출력 값은

3412.57로 효율은 14.02% 으며,고온

고습 시험 1000시간 수행 후 Cell의 기

비 효율은 9.31%의 감소율을 보 다.

기 효율 값은 단결정 Cell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지만,고온고습 시험 1000시간 수행

후 효율의 감소율은 다결정 Cell이 게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그림 7을

통해 FF값을 분석한 결과 단결정 Cell의 고

온고습 시험 측정값은 78.71%이며,고온

고습 시험 1000시간 수행 후의 FF값은

75.01%로 4.7%의 감소율을 보 다.다결정

Cell은 고온고습 시험 FF값은 78.10%

으며,고온고습 시험 1000시간 수행 후 FF값

은 76.66%로 1.84%의 감소율을 보 다.FF

값에서도 효율과 마찬가지로 단결정 Cell의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FF값이란,이론 력에 실제 얻을

수 있는 최 력을 퍼센트(%)로 표 한 값

이며 태양 지의 성능을 평가하는 요한 값

으로 Cell내부의 직병렬 항과 다이오드

성능에 의하여 좌우된다.
3)

그림 6.단결정 Cell과 다결정 Cell의

Efficiency

그림 7.단결정과 다결정 Cell의 FF

그림 8.단결정과 다결정 Cell

Efficiency FF의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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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고온고습 환

경에 장시간 노출시키면,단결정과 다결정

Cell모두 효율 FF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이는 경년 시 나타나는 소모 력

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특히,단결정 Cell

이 다결정 Cell보다 외부 환경인 온·습도에

큰 향을 받는다고 분석된다.

5.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고습 시험을 통하여

Cell 벨에서의 효율 하 특성의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고온고습 시험 수행 후 단결정 Cell에서

는 600시간,다결정 Cell에서는 400시간

후에 Cell손상 의 하나인 표면변색이

찰되었다.

(2)고온고습 시험 과,1000시간 수행 후

단결정 Cell과 다결정 Cell의 효율 감소

율은 각각 11.89%,9.26%로 단결정 Cell

의 효율 하가 더 크게 나타났다.

(3)고온고습 시험 후 FF값의 감소율을 비

교한 결과 단결정 Cell이 4.7%,다결정

Cell이 1.8%로 단결정 Cell이 더욱 크게

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4)경년 시 단결정 Cell이 외부 환경에 크

게 향을 받아 다결정 Cell보다 효율

하가 크게 나타났다고 단된다.

(5)향후,효율 하의 원인을 더욱 명확하

게 규명하기 하여 Cell내부에서의 분

석을 통해 표면분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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