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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solar energy generation is steadily increasing, and photovoltaic modules are connected in series to

generate higher voltage and power. However, solar panels are exposed to high-voltage stress (up to several hundreds of volts)

between grounded module frames and the solar cells. Frequent high-voltage stress causes a power-drop in the modules, and

this kind of degradation is called potential induced degradation (PID). Due to PID, a significant loss of power and performance

has been reported in recent years. Many groups have suggested how to prevent or reduce PID, and have tried to determine

the origin and mechanism of PID. Even so, the mechanism of PID is still unclear. This paper is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PID of crystalline-silicon solar cells and modules. A background for PID, as well as overviews of research on factors

accelerating PID, mechanisms involving sodium ions, PID test methods,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 of PID, are

cover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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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몇 년간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의 가장 큰 이슈

는 Potential induced degradation(PID) 일 것이다. 2010

년 Solon 사에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의 PID

현상 발표 이후,1) 많은 셀과 모듈 제조사, 소재 회사 및

연구소에서 PID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ID는 모듈 내부 포텐셜 차에 의한 출력 저하현상을

일컫는 말로, 발전시스템을 인버터 용량에 따라 600~

1000 V 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모듈을 직렬로 연

결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지와 접지된

모듈 프레임 사이에 고전압이 인가되어 설치 된지 수개

월 내에 급격한 출력저하를 보이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

다. 이러한 high voltage stress에 관련된 최초 발표는

Jet Propulsion Laboratory(JPL)의 A. R. Hoffman과 R.

G. Ross가 1978년 모듈 qualification test를 위한 Voltage

bias-humidity test였다.2) 이 발표에 따르면, 30일동안 hu-

midity cycling 조건에서 태양전지와 모듈 프레임 사이

에 electrical potential을 인가하면 shunt 저항이 50 %

증가하였다. 이후 1985년 JPL의 Mon과 Ross는 고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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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한 환경에서 a-Si 모듈에 고 전압을 장시간 인가하여

electrochemical corrosion 현상을 발견하였다.3) 이후 NREL

의 del Cueto는 2002년 high voltage stress test를 시행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1998년부터 4개의 결정질 실리

콘, a-Si 두가지 상용 모듈을 대상으로 field에서 ± 600 V

를 인가하여 누설전류를 모니터링 하였다. 높은 전압 하

에서 누설전류는 습도에 영향을 받게 되며, 다습조건에

서는 유리 표면과 벌크로 건조 조건에서는 앞 조건에 추

가하여 EVA/유리 계면으로 누설전류가 흐르게 된다. 반

면에 bulk EVA는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4) 2005

년 Sunpower의 R. Swanson은 직렬 연결된 n-type IBC

(interdigitate back contact) 모듈의 위치에 따른 출력을

살펴본 결과 태양전지가 모듈 프레임(접지) 대비 양 전

압을 갖는 경우 일시적으로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발견

하였다. 누설전류가 태양전지에서 유리를 통하여 프레임

으로 흐르게 되면서 셀 표면에 음전하가 축적되고, 이

로 인해 결함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SiNx/Si 계면으로

정공(h+)이 끌려온 후 소멸되어 출력이 감소하는데, 이 현

상을 polarization effect로 명명하였다. 또한, p-type IBC

인 경우 태양전지가 프레임 대비 음전압 일 때 동일한 현

상이 일어난다고 발표하였다.5) 2010년 Solon의 S. Pingel

은 IEEE Photovoltaic Specialists Conference(PVSC)에서

PID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p-type screen printing

태양전지 모듈의 경우도 고전압 차에 의한 성능 저하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cell level에서의 PID par-

ameters를 웨이퍼 비저항, 에미터 면저항, 그리고 반사 방

지막의 특성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반사 방지막의

경우 두께가 얇고, 높은 Si/N ratio를 가지며, 균일한 특

성을 보이면 PID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1)

이후로 현재까지 PID 현상에 관하여 약 100편에 이르

는 문헌이 보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의 PID 현

상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상에 보고된 결과를 바탕으로

PID 현상의 기본 이론과 원인, test 방법 및 해결방안 등

을 검토하고자 한다. 

2. PID 연구 동향

2.1 PID 기본 이론

최근 외부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에서 출력이 급격히 줄

어드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출력 감소

는 모듈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일어난다. 고 전압을 발생하는 시스템에서 기존의 열화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급격한 출력 저

하를 high voltage stress 혹은 PID라고 한다. 실리콘 태

양전지의 PID 현상은 2010년 EUPVSEC과 IEEE PVSC

에서 처음 발표가 되었고,1,6-7) 이후 PID의 발생 원인과

해결책 및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Fig. 1은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과 태양전지

사이에 전압이 인가될 경우 시간에 따른 전류 전압 곡

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전류 전압 곡선의 충진률(Fill factor) 열화에 의해

출력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듈이 직렬로 연결될 경우 태양광 시스템의 발전 전

압은 모듈의 개수에 비례하게 된다. 한편 모듈을 외부

에 설치할 때 작업 안정성과 발전 시 사고 예방을 위

하여 모듈의 프레임은 항상 접지되어 있다. 태양광 발전

Fig. 1. Current voltage curve of silicon solar modules with PID test

time.

Fig. 2. (a) String potential with module position, three grounding

schemes PV+, PV- and no grounding (b) Electroluminescence

image of serially connected modules.
1)



328 배수현·오원욱·김수민·김영도·박성은·강윤묵·이해석·김동환

을 통해 발생한 전압은 태양전지에 유지되어 있고, 모듈

의 외부를 지탱하고 있는 프레임은 접지가 되어 상대적

준위가 항상 0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와

프레임간의 전위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여러 개의 모듈

이 직렬로 연결된 어레이의 끝으로 갈수록 태양전지와

모듈 프레임(접지)간 전압차는 점차 증가하게 되며, 마

지막 모듈의 경우 시스템 발전 전압만큼 전압차가 벌어

진다.

접지된 프레임과 태양전지 사이의 전위차는 PID를 발

생 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Fig. 2(a)에서 태양전

지 모듈의 접지 형태에 따른 태양전지와 프레임 사이의

전위차를 직렬 연결된 모듈 위치 별로 보여주고 있다.

가령 시스템 설치 시 태양전지의 전극 중 (−) 전극을 접

지할 경우 모듈은 프레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의 전

위차를 띄게 된다. 반대로 태양전지의 (+) 전극을 접지

할 경우 모듈은 모든 위치에서 프레임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음의 전위차를 띄게 된다. Fig. 2(b)는 직렬 연결

된 모듈의 위치에 따른 electroluminescence(EL) 이미지

이다. 이 경우는 태양전지 전극이 접지가 되지 않았고,

프레임에 비하여 왼쪽으로 연결된 모듈은 상대적으로 음

의 전위차, 오른쪽으로 연결된 모듈은 상대적으로 양의

전위차를 가지게 된다. Fig. 2(a)와 (b)를 비교해 보면

PID 현상은 태양전지와 모듈 프레임 사이의 전위차가 음

일 경우 발생하고, 직렬 연결된 모듈의 끝으로 갈수록

심화됨을 알 수 있다.1) 이러한 방식으로 태양전지와 프

레임 사이에 고 전위차가 발생될 경우 태양전지 모듈 내

에서는 누설 전류가 발생 된다. 높은 전위차가 인가된 상

황에서 가능한 누설 전류의 경로는 Fig. 3과 같다.6) 모

듈 프레임이 태양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의 전위차를

가질 경우 누설 전류는 모듈 프레임에서 태양전지 방향

으로 진행이 되고 모듈을 구성하는 물질의 저항에 따라

유리 표면으로(Ip1), 유리와 EVA의 계면으로(Ip2), EVA를

통하여(Ip3), backsheet을 통하여(Ip4) 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양전지와 모듈 프레임 사이에 전위차가 인

가된 상황에서의 누설 전류는 PID를 모사하는 실험에서

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4,8-11)

태양전지 모듈의 열화 중 전극 혹은 ARC 층의 부식

현상 등의 회복이 불가능한 열화와는 다르게 고 전위차

에 의한 출력 저하 현상인 PID는 발생 이후 출력 회복

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1,12) 

Fig. 4는 음의 전압을 태양전지와 모듈 프레임에 인가

하여 PID를 발생시킨 후 출력을 측정한 결과와 이후 전

압의 방향을 반대로 하여 시간이 지난 후 출력을 측정

한 결과이다. 모듈에 인가되는 전압의 방향을 반대로 하

였을 경우 PID에 의하여 감소된 출력이 대부분 회복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PID가 발생된 이후 출

력이 회복되는 현상을 regeneration 이라고 한다. PID가

발생된 모듈은 전압을 PID 발생 방향과 반대로 인가하

여 출력이 회복될 뿐 아니라 Fig. 5를 살펴보면 상온에

서 보관을 할 경우에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Fig. 3. Possible leakage current path between frame and solar

cells.6)

Fig. 4. PID and regeneration by reverse potential.1)

Fig. 5. Relative power degradation after PID test and power

regeneration by room temperature storag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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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었다.12) PID가 발생된 태양전지 모듈에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상온에서 8달 동안 동일한 모듈

을 보관한 결과 초기 출력 대비 97 %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출력이 회복되는 regeneration

현상은 PID가 발생된 이후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반

대 방향의 전압 인가는 회복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외부에서 작동되는

태양전지 모듈은 전압을 인위적으로 인가하기 힘든 관

계로 regeneration 현상을 확인하기 힘들고 아직PID 이

후 출력이 회복되는regeneration현상이 어떤 원리로 발생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PID의 메커

니즘이 정확하게 규명되면 regeneration 현상의 원인도 설

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 PID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모듈 구성 요소의 체적 저항은 온도 및 습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field에 설치된 모듈의 경우

기상 상황에 의하여 온도 및 습도가 변하게 되면 이에

따라 누설 전류가 달라지게 된다. 결국 외부 환경에서

모듈의 누설 전류와 PID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

해서는 온도와 습도에 의한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EVA에 공간 전하를 형성하여 분극을 가속시키는 누설

전류는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Fig. 6은 누

설 전류의 온도 의존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7,10) 누설

전류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커지고, 또한 아레니우스 관

계를 만족하는 온도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류의

이동 경로가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함을 예상할

수 있다. Fig. 6의 (a)와 (b)의 기울기를 통해 모듈 누설

전류의 활성화 에너지는 각각 0.79 eV, 0.86 eV로 유사

한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써 서로 다

른 두 모듈의 구성 물질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의 (b)는 Air(frame), aluminum foil, DH exposure

at 85 % RH 세가지 조건으로 시험하여 air와 aluminum

foil은 습도 조건을 조정하지 않고, 85 % RH 만 습도를

고정하여서 시험한 결과, 누설전류와 온도에 의한 가속

계수는 25도와 85도 사이의 가속 계수는 160, air와 DH

85 % RH의 가속계수는 10 그리고 air와 aluminum foil

의 경우 100에 해당한다. aluminum foil의 경우 frame과

달리 모듈 전면 전체로 누설전류가 흐르도록 설계한 시

험이다. frame에 의한 시험의 경우 모듈의 외곽부터 PID

현상이 진행된다면, aluminum foil은 모듈 전체적으로 열

Fig. 6. (a) Arrhenius plot of leakage current of module at −600 V

bias and 30 % R.H.7) (b) Arrhenius plot of leakage current at −1000

V bias of modules with different methods of contacting.
10)

Fig. 7. (a) Leakage current of module with relative humidity at −600

V and 85 oC7) (b) Leakage current of module with relative humidity

at −300 V and 85
o
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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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

누설 전류의 습도 의존성은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

다. −300 V 인가, 85도 조건에서 습도에 의한 누설전류

값으로 누설전류는 일정 습도 이상에서 발생하게 되고, 누

설전류량은 인가전압, 모듈의 면적 그리고 모듈 타입에

의한 비저항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누설 전류

량은 습도가 증가할수록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7,10) 습

도가 증가할 경우 유리 표면의 전도도가 증가되어 PID

에서 양의 전극에 해당되는 프레임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보이며 backsheet에서 투과된 수분이 EVA

내로 침투하여 고분자의 전기 전도도를 증가시키기 때문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누설 전류

는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고,

PID 현상은 고온 고습한 환경에서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Fig. 8에서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된 모듈에 높은 전압

을 지속적으로 인가하여 측정된 누설 전류량은 해가 뜨

기 시작하는 모듈에 이슬이 발생하는 새벽에 최대가 됨

을 확인할 수 있다. 온도가 높은 정오 무렵에는 오히려

누설 전류의 양이 감소하는 결과를 통하여 외부 환경에

노출된 모듈의 PID 현상은 모듈 표면의 온도 및 습도

와 관련이 있다. 인가전압이 커질수록 누설전류는 선형

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누설전류의 양은 습도와 온도

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임계 온도 및 습도 조건 이

하에서는 높은 전압에서도 누설전류의 양은 미미하다.10) 

2.3 PID 메커니즘 관련 연구

2.3.1 Polarization effect

R. Swanson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중 IBC 태양전

지 모듈의 PID 현상을 metal oxide semiconductor(MOS)

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5) N-type 실리콘을 기반으

로 하는 IBC 태양전지가 모듈 프레임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양의 전위차를 갖게 되는 경우 누설 전류는 Fig.

9와 같이 태양전지에서 외부로 흐르게 된다. 누설 전류

가 지속적으로 흐르면서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음의 전

하가 SiNx ARC(anti reflection coating)층에 축적이 되고

n+로 도핑된 FSF(front surface field)의 surface potential

을 감소시킨다. IBC 구조의 태양전지는 n-type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수 반송자인 정공이 빛에 의해

생성 된 후 후면 전극으로 수집이 되어 광 발전을 하

지만, 표면의 FSF 영역의 surface potential 이 낮아질

경우 정공의 표면 농도 증가로 전자와 재결합 되는 확

률이 높아져 출력이 감소한다. PID 상황에서의 IBC 태

양전지의 표면을 MOS 구조로 표현하면 각각 EVA와

ARC 계면에 축적된 음 전하가 metal gate, ARC 층은

insulator, FSF 층은 n-type silicon이 된다. N-type MOS

구조의 gate에 전압이 인가될 경우 surface potential과

Jo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J0 = J0,FBe
−qϕs/kT Eq. (1)

위 식에서 Jo는 다이오드 내부의 누설 전류, Jo,FB는

flat band 전압에서 누설 전류, ϕs 는 surface potential을

의미한다. N-type MOS에서 gate에 음의 전압이 인가될

경우 n-type 영역의 conduction, balance band가 위로 휘

게 되고 ϕs 가 감소하게 된다. Eq. (1)에 따르면 ϕs 가

감소할수록 Jo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n+도핑 영역의 재

결합 증가에 의한 출력 감소가 야기된다.

2.3.2 Na 이온에 의한 PID 현상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의 전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

Fig. 9. Cross section of a IBC solar cell embedded in a module.
5)

Fig. 8. Ambient weather data(Tambient: temperature, rhambient: humidity)

and module climate data(Tmodule: module temperature, rhmodule: module

humidity and leakage current at −600 V bias) in Freiburg,

Germa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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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리는 유리 제조 공정 시 첨가되는 Na2O에 의해 다

량의 Na 이온을 함유하고 있다. P-type 결정질 실리콘 태

양전지 모듈의 PID는 모듈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양의 전

위차를 갖는 경우에 발생되고 누설 전류의 방향과 Na 이

온의 이동이 동일한 방향을 갖게 된다. 누설 전류에 의

하여 Na 이온이 태양전지 표면까지 이동하게 되는 상

황을 예상할 수 있고 이 관점에서 Na 이온의 PID 영향

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19)

J. Bauer, V. Naumann 등은 모듈에 전압을 인가한 후

Time-of-flight 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ToF-

SIMS)를 이용하여 PID 이후 Na 이온에 의해 에미터 특

성이 변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14-15) Fig. 10에서 전압

이 인가되어 PID가 발생한 태양전지의 SiNx 내에는 Na

이온이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Na의 분포는

SiNx 표면에서 실리콘 기판 방향으로 감소를 하고 SiNx

와 실리콘의 계면에서 축적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Na 이온의 분포를 바탕으로 태양전지 에미터가 역

전이 되어 shunt 저항이 감소하고, PID가 발생할 수 있

음을 보고하였다.14) SiNx 층 내부에 Na 이온이 존재하

게 되면 전기적 중성을 맞추기 위하여 실리콘에서부터

전자가 SiNx 층 내부로 이동하여 갇히게 된다. Fig.

11(a)는 SiNx 내부에 갇힌 전자가 n-type 에미터 내에

존재하는 전자를 밀어내어 일부 영역이 p-type으로 변환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에미터 내에 n-type, p-type

층이 함께 존재할 경우 두 영역의 교차 지점은 수직 방

향으로는 shunt path를 이루게 되고, 수평 방향으로는 직

렬저항이 증가하게 되어 광 생성된 전자가 전극 방향으

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고 출력이 감소하게 된다. PC1D

시뮬레이션으로 n-type 에미터 표면에 음 전하가 2E12

cm−2 이상 존재할 경우 invers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

음을 뒷받침 하였다15)(Fig. 11(b)). 

다음으로 V. Naumann은 앞에서 설명된 에미터 inver-

sion 실험을 바탕으로 모듈의 PID가 발생할 경우 shunt

저항의 감소 원인을 실리콘 웨이퍼 내의 구조적 결함을

통하여 설명하였다.16-18) 인가된 전압에 의하여 실리콘 웨

이퍼 내의 stacking fault에 Na 이온이 유도되고 에미터

두께를 초과하여 Na 이온이 존재할 경우 역시 shunt

path를 이루게 되어 광 생성된 전자가 전극 방향으로 이

동하지 못하게 되고 출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

를 발표하였다. Fig. 12의 electron beam induced current

Fig. 11. (a) Solar cell cross section: Schematic of the charge double

layer leading to the shunt path in the emitter (b) PC1D band

diagrams for a solar cell with different negative surface charge.
15)

Fig. 10. ToF-SIMS depth profile of a (a) PID cell and a (b) reference

sampl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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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C) 이미지의 어두운 영역은 shunt 저항이 낮은 영

역이고 PID가 발생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

을 ToF-SIMS를 통하여 깊이 방향으로 Na의 분포를 측

정한 결과 Fig. 10의 결과와 동일하게 Na 이온이 SiNx

내에 존재하고 SiNx와 실리콘 계면에 축적되었다. PID

가 발생된 부분을 TEM을 이용하여 단면 관찰한 결과

실리콘의 구조 결함에 의한 stacking fault가 관찰 되었

고(Fig. 13)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EDX)

를 통한 원소 분석 결과 SiNx와 실리콘 계면에 축적된

Na 이온이 stacking fault내로 침투하였음을 확인하였으

며, 보통 에미터의 두께가 300 nm 정도임을 고려할 때

stacking fault영역에서는 전도성을 갖는 Na에 의해 shunt

path가 형성되어 junction 특성이 열화될 수 있음을 보

고하였다.18) 최근 stacking fault에 의한 PID의 regener-

ation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stacking fault에 유입되

어 PID를 발생시키는 Na 이온은 250 oC 온도에서 회복

을 진행한 후 사라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19) 재료적 관

점에서 PID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 만

을 토대로는 실리콘 내의 stacking fault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2.4 PID test 방법

세계 많은 연구 기관에서 PID 테스트가 다양하게 시

행되고 있다. 2012년 6월 1일 NREL의 Hacke에 의해

발의된 IEC 62804 Ed. 1이 표준으로 승인되어 있고, 시

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System voltage durability test for crystalline silicon

modules

• Chamber air temperature 60 oC ± 2 oC

• Chamber relative humidity 85 % ± 5 % R.H.

• Test duration 96 h

• Voltage: module rated system voltage and polarities

전압조건은 미국의 경우 600 V, 유럽은 1000 V의 규

격으로 되어있고, ±전압 인가를 모두 시행한다. 96시간

후 출력 저하가 5 % 이하인 경우 pass 되는 방식이다.

현재 독립적인 새로운 표준으로 진행 중이지만, 향후 IEC

6121520)의 10.13 항목 이후에 DH test와 병행한 추가

테스트를 포함하기 위한 시험도 연구 중이다. 이 표준

에 포함된 내용은 결정질 실리콘의 PID 현상으로, 박막

태양전지 모듈의 해당되지 않는다.21) 

60 oC / 85 % R.H. 이상의 시험의 경우, 전압 인가 시

SiNx의 열화와 전극 corrosion에 의한 직렬저항의 증가

가 확인되어 실제 field의 PID의 현상에서는 발견되지 않

는 두 가지 열화 현상으로 인해 field failure를 대표할

수 있는 시험 조건이 아니다.22)

PID 테스트 시 주의할 점은 시험 조건이 가혹할수록

다른 failure modes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PID에 의한

현상에 중첩되어 잘못 해석될 수 있다. Electro-chemical

corrosion에 의한 직렬저항이 증가할 수 있고, polarization

과 ion migration에 의해 Voc 및 병렬저항이 감소될 수

있다. Corrosion과 ion migration은 비가역 반응이라 역

전압에 의해 회복이 되지 않게 된다. Fig. 14 의 (a)는

shunt 이미지로 ion migration과 polarization에 의해 발

생하였고, (b)의 경우 PV ribbon 주위의 부식에 의해 직

렬저항이 증가하였다. Fig. 15 의 경우 PID 테스트 후

역전압으로 regeneration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로 가역과

Fig. 12. EBIC image of solar cell surface after PID. The overlay in

the EBIC image shows the distribution of Na and the graph(inset)

shows the depth profile of Na at shunt sites measured by ToF-

SIMS.
18)

Fig. 13. TEM image of a stacking fault affect by PID and EDX

mapping near the interface between Si and SiNx.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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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가역 반응이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8) 

그 외 PID test 방법은(Fig. 16) 초기 solon 사에서 제

안한 것처럼 유리 위에 수막 형성 또는 wet blanket 를

덮은 후, 전압을 인가하여 평가하거나,1) water bath내에서

시험하였다.24) 또한, Al 호일을 모듈 전면에 덮고 전압을

인가하여, PID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유리 위

의 수막 형성 또는 Al 호일을 사용할 경우 프레임에 전

극을 부착한 시험에 비해 모듈 내부에 균일한 전위차를

형성할 수 있다. PID가 많이 진행된 모듈은 내부의 태

양전지 위치에 관계없이 random하게 damage를 받고 이

현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균일하게 전위차를 발생시킴으

로써 모듈 내부에서 연결된 모든 태양전지의 PID 평가

가 가능하다. 

챔버 테스트와 필드 조건의 차이는 온도 및 습도 조

건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광조사 유무이다. 대

다수의 PID 시험은 광조사 없이 전압 인가로 시행된다.

그 이유는 필드에서 낮은 광조사(0.1Sun)에도 전압은 충

분히 발생되고, PID test에서 광조사의 역할은 높은 전

압을 인가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여겨

진다. Fig. 17는 water bath 안에서 샘플에 −1000 V를

인가하고, 40 oC 조건에서 0.5 sun의 광조사한 경우와

dark 상태일 때의 Rsh의 비교 데이터이다. 실제 광조사

시 열화율이 약 2.7배 덜 진행되었다.25) 그 이유에 대

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Fig. 17. PID degradation process of illuminated and non illuminated

modules.
25)

Fig. 18. (a) EL image, (b) DLIT image after PID test with PID

tester,
17)

 (c)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PID tester, (d) PID Con.
26)

Fig. 14. EL image of module after PID test at −1000 V bias, 85
o
C

and 85 % R.H.8)

Fig. 15. Reversible and irreversible PID after regeneration test.
8)

Fig. 16. PID module test arrangement covered with Al foil.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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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시험 인증 기관의 방법이 아닌 현상의 메커니즘

분석 및 비교 실험을 위하여, PID test를 시행하는 경우

Fraunhofer CSP는 라미네이션 공정을 하지 않고 모듈 구

성 요소를 적층 형태로 하여 PID를 테스트가 가능하다

고 발표하였다(Fig. 18). Al chuck위에 태양전지를 놓고,

호일과 유리를 위에 덮고, 전압을 인가하게 된다. 테스

트 동안 누설전류를 측정하고, PID가 일어나는 셀을 이

용하여 충진재와 유리 비교 실험을 간편하게 시행이 가

능하다.17-19,26) 

3. PID 해결 방안

PID에 의한 모듈 출력 감소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방

법이 제시되었다. Table 1은 PID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 제시되어있다. PID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시스템

단위, 모듈 단위, 태양전지 단위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시스템 단위의 PID 해결 방안은 태양광 모듈 설치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PID 발생 원

인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발전 시스템

내에서 직렬로 연결된 태양전지 모듈의 음극을 접지할

경우 모듈 내의 태양전지는 모두 접지된 프레임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양의 전위차를 띄게 되고 음의 전위차가

인가될 경우 발생하는 PID 현상을 막을 수 있다. 하지

만 모듈의 전극을 접지하기 위해서는 인버터의 종류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모

듈 단위와 태양전지 단위에서 PID를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1 module level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을 구성하는 요소 중 누설 전류

의 경로에 포함이 되는 부분은 충진재와 표면 유리이

다. 따라서 모듈 단위에서 PID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면

유리와 충진재의 재료를 변화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7,28-31) 먼저 현재까지 제시된 메커니즘 중 유리에 포

함된 Na 이온이 유리로부터 태양전지 표면으로 이동하

여 PID가 발생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Na 이온

의 주입을 막기 위하여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quartz

를 사용하였을 경우 PID에 의한 출력 감소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유리와 EVA 사이에 Na의 이동을

막는 SiO2 층을 삽입하였을 경우에도 PID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7) Quartz는 제작이 어렵고 가격이 비

싼 문제로 인해 상용 태양전지 모듈재료로 사용하기 힘

들다. 그래서 M. Kambe 등은 일반 모듈에 사용되는 유

리의 강화 방법을 다르게 하여 성분을 변화시킨 연구를

진행하였다.28) 모듈의 전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화유리를

사용하는데, 유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열적, 화학적 강

화가 있다. 열적 강화를 진행할 경우 유리 내부에는 Na2O

의 형태로 Na가 약 10~20 wt% 존재하게 된다. 반면 화

학적 강화는 K 이온을 함유한 용액을 사용하여 유리의

표면 원소를 Na에서 K로 Na의 농도는 3 wt%로 감소한

다. Fig. 19는 PID 시험 후 태양전지를 분리하여 표면

Table 1. Possible solutions for PID
27)

Solution for PID Effects Risks

System level

Grounding of the negative pole of 

modules
Suited for PID-prone modules Restricted to use transfomerless inverter

Apply a positive voltage for 

regeneration at night 
Suited for existing PV modules Additional electrical device needed

Micro-inverter 
Max power point tracking of each 

module
Cost

Module level

Alternative cover glass
7,28)

Reducing Na concentration Cost

Alternative encapsulation material29-31)
Reducing leakage current between cell 

and frame
Modified lamination process 

Cell level

Modification of the SiNx ARC32-35) Reducing Na ion migration Efficiency reduction

Modification of the emitter
1) No constraints for encapsulation 

material, cover glass
Insufficient PID stability

Fig. 19. Na depth profile of solar cell in modules after PID test.28)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의 Potential Induced Degradation(PID) 현상 335

에서부터 깊이 방향으로 Na 원소 분석을 진행 한 결과

이다.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를 적용한 경우 태양전지

표면까지 도달하는 Na 이온의 양이 적기 때문에 출력

감소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PID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충진재와 관련

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기존에 사용되는 EVA 대

신 체적 저항이 높은 물질을 사용하여 누설 전류를 줄

이거나 Na 이온의 이동을 막는 재료를 적용하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29-31) 먼저 Fig. 20을 살펴보면 EVA에

비해 체적 저항이 높은 polyolefin을 적용하여 PID에 의

한 출력 저하를 감소시킨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모

든 온도에서 polyolefin의 체적 저항은 EVA에 비해 3

order 높음을 알 수 있고, 동일한 전압이 모듈에 인가될

경우 누설 전류 값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인버터는 각각의 모듈의 전압을

약 30 V로 낮추게 되어 PID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단점으로 각 모듈에 마이크로 인버터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고 비용의 단점이 있다.27)

3.2 cell level 

태양전지 제작 공정을 변화시켜 PID에 의한 출력 저

하를 줄이는 방법은 기존 모듈 제작에 적용되는 유리와

충진재 및 backsheet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양

전지를 구성하는 요소의 물성을 변화시켜 PID를 해결하

기 위한 연구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13,24,32-35) 그

중에서도 실리콘 웨이퍼와 EVA 사이에 존재하는 절연

막인 SiNx ARC 층의 굴절률을 변화시키는 연구가 주

로 진행되고 있다. SiNx 층의 굴절률 변화에 의하여 전

하의 충전 및 방전 현상이 달라질 수 있고 제시된 메

커니즘을 토대로 SiNx 표면에 Na 이온 등의 전하가 축

적되어 발생하는 에미터의 역전 현상 혹은 실리콘 내부

Fig. 20. (a) Volume resistivity of polyolefin and EVA with tem-

perature (b) Comparison of power of modules made with polyolefin

and EVA encapsulants.31)

Fig. 21. DLIT image showing the location of the PID shunts.
32)

 

Fig. 22. (a) Equivalent circuit in module for modeling the potential

characteristics (b) Modeled potential across the silicon nitride with

position between the grid finger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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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21

의 DLIT(Dark Lock in Thermography) 이미지를 보면

PID가 발생한 태양전지 표면에서 주로 shunt에 의한 열

화가 진행되는 부분은 전극 사이의 SiNx 층임을 확인

할 수 있다.32) 태양전지의 전극은 서로 연결이 되어 동

일한 전위를 갖는 반면 절연 막인 SiNx 층은 전극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양의 전위차를 갖게 된다. 태양전지와

프레임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할 경우 모듈 내부의 회로

모식도는 Fig. 22(a)와 같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전극

과 SiNx 층의 전위차를 확인할 수 있다. 전극 사이의

전위차 분포는 Fig. 22(b)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33)

태양전지 전극 사이에 위치하는 SiNx 절연막에 인가되

는 전압은 SiNx 막의 체적 저항과 관련이 있고, 막의

저항이 낮을수록 SiNx 막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가 낮

아 Na 이온이 SiNx 내부로 유입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고, PID shunt가 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1년 Q cell에서 발표한 특허에서는 SiNx의 굴절률

을 증가시킬 경우 막의 전도성이 증가하여 PID를 해결

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34) 막의 전도성이 증가할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iNx 막에 인가되는 전압이 낮

아지고, SiNx 내로의 Na 이온의 유입이 줄어들어 PID를

저감시킬 수 있다. 하지만 SiNx의 굴절률이 증가하면 단

파장의 빛이 태양전지 내부로 투과되지 못하여 전류에

손실이 발행하고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SiNx 증착 전 플라즈마 표면 처리 기

술,24) 다른 종류의 PECVD 증착 장비를 적용하는18,27) 기

술, 굴절률이 다른 SiNx 막을 이용한 이중 구조의 ARC

층을 적용하는 기술35)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효

율 손실을 줄이면서 동시에 PID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에서 발생

하는 PID 현상의 기본 원리, 발생 원인 및 메커니즘, 테

스트 방법, 그리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년 PID

가 소개된 이후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PID 현상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다. 산업계에서는 빠르게 대처하여 유리, 충진재, edge

sealing, backsheet과 같은 모듈 구성 요소의 교체 또는

셀의 ARC 조건 변경 등으로 PID 현상을 완화시켜 PID-

free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모듈을 field에 설치할 경우

PID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IEC 62804 ed. 1이

2012년 제안되기도 하였지만, 다양한 테스트 방법과 셀

을 포함한 모듈의 구성 요소들의 차이로 인하여 연구기

관마다 PID 현상 분석에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PID 발

생 메커니즘은 유리로부터 Na 이온의 electrical field에

의한 이동에 의한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인식하고 있

지만, 아직 Na 이온의 영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

족한 상황이다. 많은 연구가 PID의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정확한 현상의 이해를 위하여 태양전

지 모듈의 PID 발생 메커니즘 및 테스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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