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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e-sensitizedsolarcell(DSC)allowslighttransmissionandtheapplicationofvariouscolorsthatmakeit

especiallysuitableforbuilding-integratedPV(BIPV)application.InordertoapplyDSCmoduleintowindows,it

hastobepanelized:DSCmoduleshouldbeprotectedwithreinforcedglasstotheentiresurface.Uptodate,it

seemstobecommontomakedoubleglazingwithDSCmoduleswithairgapsbetweentheglassesandtheDSC

modules.FewresearchhasbeenconductedonthecharacteristicsofvariousglazingtypeswithDSCmodules.This

studyaimstoanalyzetheelectricalperformanceofDSCmodulesaccordingtopanelizingmethodforglazingunit

withDSCmodules.TheprototypeoftheDSCglazingthatappliedsiliconefillerbetweenDSCmodulesandglasses

wasdeveloped.TheelectricalperformancesofthistypeofDSCglazingwiththefillerandratherconventional

doubleglazingwithDSCmoduleswerecompared.Theirperformancesweremeasuredusingasolarsimulatorthat

issuitableforDSCperformancetesting.TheresultsindicatedthattheelectricalperformanceofthefillertypeDSC

glazingimprovedby7% comparedtothatoftheconventionalDSCdoubleglazing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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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Transmittance

 :Reflectance

 :Refractiveindex

1.서 론

1.연구배경 목

염료감응 태양 지(dye-sensitized solar

cell:DSC)는 염료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

구 이 가능하고 생산비용이 렴하기 때문

에 건물일체형 태양 지(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BIPV) 용에 높은 잠재성을

갖고 있다.특히 실리콘 태양 지와는 달리

태양 지 자체에 투과성이 있어 창호형 BIPV

용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DSC를 건물에 용하

기 해서는 일반 으로 여러 장의 서 모듈

을 한 장의 면 모듈로 패 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DSC모듈을 보호하기 해 이 패

화 과정에서 DSC모듈 면과 후면에 유리

를 용하는 것이 일반 이며,이때 면 유리

와 공층을 통해 일사투과율이 감소하게 된

다.이로 인해 이 유리에 용된 DSC모듈

의 발 효율은 DSC모듈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이는 패 의 면 철분 강화유리로 입

사된 빛이 굴 률이 다른 공기매질을 지나면

서 DSC모듈 표면에서 일사를 재반사시킴으

로써 일사투과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재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층유

리 방식의 패 에서는 DSC모듈의 효율을

증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그 동안 DSC에

한 연구는 주로 지의 효율 향상과 내구성

증진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패

화 유형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이러한배경으로본연구에서는BIPV 용

면 패 의효율개선을 한패 화방안을제안

하고 실험을 통해 그 기 성능을 분석하 다.

1.2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존 복층유리 방식의 DSC패

의 효율 개선을 해 표면 반사를 이기

한 충진재 합 패 방식을 제안하고 기존

방식과 충진재 용방식의 면부 투과 성능

기 성능을 비교 분석하 다.충진재의

학 특성은 분 분석기를 통해 측정하

으며 기 성능은 DSC성능 평가에 합

한 SolarSimulato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2.이론 고찰

2.1DSC패 화 기술

DSC모듈을 BIPV의 형태로 건물에 용

하기 해서는 다양한 크기와 면 에 응이

가능한 PV모듈의 제작이 필요하다.그러나

재 기술 수 으로는 DSC단 모듈의

면 화가 용이하지 않다. 재 DSC단 모듈

에 투명 극을 도포한 소다라임 라스를 이

용하고 있는데 소다라임 라스를 창호마감

재로 직 사용하기에는 강도가 약하고 손

시 유리 편으로 인한 험성이 있다.

한,건물의 에 지 감을 해 창호의 단

열성능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이러한 시

에서 임이 많은 격자형태 구조는 서 모듈

간의 배선 기 성 유지 측면에서 합하지

않다.그리고 격자 임이 많아짐으로 인해 시

계 확보가 불리하다.이에 따라 DSC는 일반

으로 Glass-to-Glass형태로 패 화하여 BIPV

시스템에 용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기존

제작 방식은 외부 습기로부터 완벽하게 태양

지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태양 지의

극 부식,복층 유리 구조로 인한 패 면부 투

과율 하로 인해 효율감소 우려가 있다.1)

2.2태양 지 패 투과 반사 메커니즘

태양빛은 태양 지 패 에 다양한 각도로

1)강기환 외,태양 지모듈의 EVAsheet열화와 극 부식이 기 특성에

미치는 향,한국 기 자재료학회하계학술 회 논문집,pp.26-2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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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된다.투명한 유리는 빛의 흡수가 “0”(zero)

에가까우므로 투과율은 주로 굴 률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Fresnel방정식에 의하면 굴 률

이 과 인 물질에서 빛이 인 물질을 투

과해서 인 물질에 수직으로 입사하면 경계

면에서의 반사율은 식(1)2)과 같이 표시된다.

 
  



× (1)

여기서 상 굴 률 은 2개 매질의 조합으로

결정되는 굴 률을 의미하며,빛이 물질 에서

물질 로 갈 때의 굴 률로 =/이다.

기존 복층 패 구조는 태양 이 입사하는 빛

의 경로가 Fig.1과 같이 굴 률이 서로 다른 유

리와공기매질,다시유리를차례로통과하기때

문에 굴 률의 편차로 인한 반사율이 크게 증가

하게 된다.

반면 Fig.2와 같이 반사로 인한 빛의 손실을

이기 해서는 굴 률이 다른 공기매질을 유

리와 동등한 수 의 굴 률을 가진 재료(충진

재)로 체함으로써 투과성능 향상이 가능하다.

Fig.1Transmissionandreflectionmechanism ofthe

doubleglazingpanelwithDSCmodule

Fig.2Transmissionandreflectionmechanism ofthe

fillerappliedDSCglazingpanel

2)성 ,반사방지 효과를 부여한 태양 지 모듈용 유리 코 , 오공과

학교 공학석사학 논문 ,pp11-12,2010

2.3태양 지 Encapsulation재료

태양 지 모듈은 일반 으로 backsheet,

후면 충진재,태양 지, 면 충진재, 면 보

호유리로 구성된다.이 ,충진재는 태양

지를 이루는 각 층을 착하면서 외부 자극으

로부터 태양 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한편 태양 지 효율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일사가 잘 투과되도록 투과성이 우수한 것을

충진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양 지를 보호하기 한 충진재로는 빛의

투과율 하가 은 PVB(polyvinylbutyral)

나 내습성이 뛰어난 EVA(ethylene vinyl

acetate)등이 주로 이용된다.최근에는 EVA

의 자외선에 한 변색으로 인해 PVB도 많

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3)EVA와 PVB의

경우 공정온도가 110∼160℃로 고온의 라미

네이 과정을 요구한다.그러나 DSC는 순간

인 과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DSC에 사용될 수

있는 충진재는 고온의 공정이 사용되지 않고,

EVA와 같이 투과성이 좋으며,외부 습기나

충격으로부터 태양 지를 보호할 수 있는 재

료를 선정하는 것이 합하다.이러한 재료로

는 아크릴,에폭시,실리콘 계열 등이 있으나,

아크릴과 에폭시의 경우 자외선에 한 변색

이 우려되어 실리콘 계열이 가장 합할 것으

로 단된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계열의 충진재를 DSC 용 창호의 패 화

공정에 용하 다.

3.실험방법

충진재 용 DSC패 의 투과성능

기성능을 분석하기 해 Fig.3과 같이 패

을 제작하 다.(a)는 기존방식으로 제작된

복층유리 타입의 DSC패 이고,(b)는 효율

향상을 해 실리콘 계열의 충진재가 사용된

3)공 외,(Anti-Glare)구조의 표면 유리 기 을 가지는 고효율 태양

지 모듈,한국진공학회지,20권,3호,pp.233-24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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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이다.상세구성은 Table1과 같으며,실

험에 사용된 DSC시편은 S사의 모듈로,23

직렬 형식이며 크기는 0.3m x 0.3m이다.

DSC모듈에 사용된 염료는 N719이며 5μm

투명 도막(TiO2)이 형성된 유리가 사용되

었다.

Type Thickness Layers

Double
glazing
panel

12.8mm
UVcutfilm +3mm CL
+1mm Air+4.4mm DSC
+1mm Air+3.2mm CL

Filler-
applied
type

12.8mm
UVcutfilm +3mm CL
+1mm Filler+4.4mm DSC
+1mm Filler+3.2mm CL

Table.1 ComponentsofDSCpanels

*CL:Clearglass *Air:airspace(공기층)

(a)Doubleglazingtypepanel

(b)Fillertypepanel(improvement)

Fig.3DSCpaneltype

3.1투과성능

패 제작에 사용될 충진재의 투과성능을

분석하기 해 Fig.4와 같이 복층유리 type

패 과 충진재 type패 시편을 제작하

다.Table2는 본 실험에 사용된 실리콘 충

진재 종류별 도와 경화조건을 나타낸 것

이다.제작된 각 유형별 시편의 학성능은

Fig.5의 Shimadzu사 UV-3600분 분석기

를 사용하여 스펙트럼 역별로 투과율을

측정하 다.

(a)doubleglazingpanel (b)filler-appliedpanel

Fig.4Twotypesofglazingpanel

Type
Refractive
Index

Viscosity
(cp)

Curing
Temperature
(Curingtime)

A 1.43 1,000 25°C(8h)

B 1.41 3,900 25°C(48h)

C 1.35 1,250 80°C(10min)

D 1.41 2,000 25°C(2h)

Table2.Characteristicsofsiliconefiller

Fig.5UV-Visspectrophotometer

3.2 기성능

각 유형별 기성능 측정은 Fig.6과 같이

SolarSimulator를 사용해 표 원인 AM(air

mass)1.5의 조건(1sun,100mW/㎠)하에서 I-V

curve를 측정하 다.SolarSimulator는 제논

램 가 사용된 인공 태양 으로 태양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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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능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Fig.6SolarSimulator

4.실험결과 분석

4.1투과성능

분 분석 결과 충진재 종류에 따른 투과성

능은 Fig.7과 같이 나타났다.N719염료의

양자효율이 가장 좋은 530nm을 기 으로 충

진재 A,B,C,D는 각각 88.1%,88.1%,85.9%,

87.1%의 투과성능을 보 다.가시 선 역

(380nm∼780nm)을 기 으로 평균 투과율은

A,B,C,D의 경우 각각 84.8%,84.7%,82.6%,

83.0%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530nm

와 가시 선 체 역을 기 으로 실리콘 충

진재 A의 투과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A는 상온경화 타입으로 공정상

로드가 고 DSC의 열 충격을 방지할 수 있

으며 도가 낮아 주입이 용이한 장 이 있

다.따라서,충진재 typeDSC패 에 용할

충진재로 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Fig.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진재

type패 시편의 투과율은 복층유리 type패

과 비교하여 장 역 530nm에서 6.2%,가

시 선 역(380nm∼780nm)에서 6.0%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는 굴 률이 유

리와 거의 동일한 고투과성 충진재를 용 할

경우,입사된 빛이 충진재에 의해 DSC표면

의 재반사를 감소시킨다.따라서,복층유리

type에 비해 투과성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7Transmittanceofthefillertypepanel

Fig.8Transmittanceofthedoubleglazingpaneland

thefillertypepanel

4.2 기성능

기성능은 투과율이 가장 우수한 A충진

재가 용된 충진재 typeDSC패 과 기존

방식의 복층유리 typeDSC패 그리고 패

화 하지 않은 DSC서 모듈의 기효율을

비교하여 분석하 다.측정결과는 Table3과

같으며,패 화 하지 않은 DSC서 모듈이

5.13%,기존 복층유리 typeDSC패 4.52%,

개선된 충진재 typeDSC패 4.88%의 기

효율을 나타냈다.

DSC창호 패 에 충진재를 용한 방식이

기존 복층유리 패 화 방식에 비해 DSC모

듈의 기효율을 7.9%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한 I-Vcurve비교 결과 Fi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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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복층유리 typeDSC패 과 비교하

여 충진재 typeDSC패 이 충진재에 의해

DSC모듈의 류값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앞서 분석된 충

진재 용에 따른 투과율 개선효과에 의해

DSC 모듈의 기효율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SampleType
Isc

(mA)

Voc

(V)

FF

(%)

Eff

(%)

DSCModule 304.3 16.52 62.7 5.13

Doubleglazing

type
265.5 16.34 64.0 4.52

Fillertype 286.4 16.52 63.2 4.88

Table3.ElectricalcharacteristicsofDSCmodules

Fig.9I-VcurveoftheDSCmodule&thepanels

5.결 론

본 연구는 기존 복층유리 방식의 DSC창

호 패 의 효율을 개선하기 해 DSC표면

의 반사율을 이는 충진재 합방식의 패

화 방안을 제안하고,기존방식과 충진재 용

방식의 투과 성능 기성능을 비교 분석하

다.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실리콘 충진재

를 용한 DSC패 의 경우,기존 복층유리

타입 DSC패 과 비교하여 일사 투과성능은

약 6%, 기 성능은 7.9%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DSC창호 패 화를 한 충진재는

면 유리와 굴 률이 같고 높은 투과성을 갖

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기포 발

생 공정의 용이성을 해 도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합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DSC를 용한 기존 패

제작 방식의 문제 을 개선할 수 있는 실리콘

충진재 용 패 의 설계 제작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추후,충

진재 용 방식에 따른 내구성 평가 연구가

요구되며,실리콘 계열의 충진재 이외의 다양

한 재료에 한 성능 분석이 필요하다. 한,

충진재 용으로 인한 DSC창호 패 의 단

열 성능 변화에 한 규명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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