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현재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재생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 

발전 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점에서 태양전지의 효율 개선과 함께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모듈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장기 신뢰성이다. 태양전지 모

듈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인자 중 봉지재(Encapsulant)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봉지재는 보통 셀과 유리 사이에 충진

재로서 사용되며, 외부환경으로부터 내부 셀들을 보호하고 접

착과 완충 역할을 수행 한다1). 봉지재의 물성은 보통 외부 환경

들 즉, 광, 열 그리고 수분 등에 의해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겪는

다2). 따라서, 태양전지의 장기 신뢰성 연구에 있어 이런 봉지재 

열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봉지재 물질은 에틸렌 비닐 아세테

이트(ethyl vinyl acetate, i.e., EVA)로 가격이 저렴하며 라미네

이팅 공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

는 수분이나 자외선과 같은 외부 인자에 취약하여 각종 열화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EVA 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심한 변색이 발생 한다3). 변색은 노란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진

행되며, 이 경우 봉지재의 빛 투과도를 크게 저하시켜 태양전지 

셀의 광전 변환효율을 최대 30% 이상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또한, 수분에 의해 열화 된 EVA 로부터 아세트산(acetic 

acid)이 발생하는데, 이는 태양전지의 전극을 부식시켜 결과적

으로 모듈의 직렬 저항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6). 마지막으로,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수많은 태양전지 셀들이 직렬 

연결되어 있어, 고전압 부하로 인한 출력 저하 현상인 고전압 부

하로 인한 출력 저하 현상(potential induced degradation, i.e., 

PID) 를 겪는다7). PID 는 모듈의 글래스와 셀 사이에 발생하는 

누설 전류(leakage current)를 유발하며, 그로 인해 글래스의 나

트륨 이온이 태양전지 셀의 pn 정션으로 확산해 션트 경로(shunt 

path)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이때 EVA 봉지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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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 누설 전류에 대한 체적 저항이 높지 못해 PID 열화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따라서, 이와 같은 EVA 봉지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

체제로써 폴리 올레핀(poly olefin elastomer, i.e., POE)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봉지재의 열화 현상들은 특히 고온 다습한 조건

에서 더욱 부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 인자들에 대

한 물질 안정성과 낮은 투습도 그리고 높은 전기 저항성이 요구

된다. 이런 측면에서, POE 물질은 EVA에 비해 우수한 특성들

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전지의 장기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1).

최근 야외에 설치된 태양전지의 최대 발전량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양면 발전 태양광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 보

고서(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Photovoltaic 2019)

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매년 가파른 시장 확장성을 보여 향후 10

년 간 태양전지 시장 점유율의 최대 30% 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양면 발전 태양전지는 모듈의 전면 부 뿐 아니라 후

면의 반사되는 빛 까지 흡수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기존 태양

전지에 사용되던 화이트 백 시트(backsheet)를 투명 백 시트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봉지재 물질

과의 조합에서 오는 열화특성도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VA와 POE 봉지재의 투명 백 시트

(backsheet)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열화 특성과 그에 따른 태양

전지 모듈의 성능 저하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봉지재 물질들을 유리와 백 시트 사이에 라미네이팅하여 샘플

들을 준비했으며, 항온 항습 장치를 이용해 열-습도 환경테스트

(Damp Heat, i.e., DH, 85°C/85% RH) 조건에서 가속 시험을 시

행해 보았다. 이후 봉지재 및 백 시트 샘플의 물질 변화를 관측하

기 위해 가속 시간 별 광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 많

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슁글드 태양전지 소형 모듈(shingled Si 

photovoltaic module)을 해당 봉지재 물질과 투명 백 시트를 적

용하여 제작해보았다. 이후 모듈 열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동일한 DH 조건에서 가속 시험에 따른 전기적 특성 변

화를 IV 성능 인자 및 전계발광 시험(electroluminescence, i.e., 

EL) 측정을 통해 평가해 보았다.

2. 실험 방법

EVA (HEP-02T, Hanwha)와 POE (HPO-02T, Hanwha) 봉

지재에 대한 가속 실험을 위해 표면이 텍스쳐링된 글래스와 투

명 백 시트 사이에 각 봉지재들을 위치시켰으며, 두 종류의 봉지

재에 대한 공정조건은 동일하게 150°C에서 10 분 동안 라미네

이팅하여 샘플을 제작하였다. 또한, 해당 봉지재들의 태양전지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Fig. 1과 같이 슁글드 실리콘 태

양전지 셀 두 개를 겹쳐 모듈을 제작하였다. 이때 셀과 셀 사이는 

ECA (electrically conductive adhesives, i.e., ECA, ICP-8311, 

Henkel)를 사용하여 셀 가장 자리를 접합시켰으며, 이후 글래스

와 셀 사이에 봉지재를 위치시켜 앞서 언급된 봉지재 열처리 조

건에서 진공 라미네이팅 공정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실험용 샘

플들의 가속 시험을 위해 항온 항습 챔버를 85°C/85% RH 조건

을 유지시켜 암 상태에서 보관하였으며, 가속 시험에 따른 변화

를 평가하기 위해 1000 시간 마다 샘플들을 챔버에서 꺼내어 투

과도(UV/visible Spectrophotometer, Shimadzu UV-1601) 및 

효율(Solar Simulator, Mac science K202-Lab200) 을 측정하였

다. 추가적으로 태양광 모듈을 EL (Zyla, Andor Technology 

Co., Belfast, UK) 과 열 화상 카메라(FLIR)를 통해 가속 시간 별 

전기적 특성 변화를 분석해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우리는 외부 환경에 대한 봉지재와 투명 백시트의 조합에서 

오는 열화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EVA와 POE를 글래스와 투명 

백 시트가 전 후면으로 봉지된 샘플들을 항온 항습 조건(85°C/ 

85% RH) 챔버에 암 상태로 보관해 보았다. 이때 가속 시험 시간

은 최대 5000 시간까지 시행하였다. 이는 최근 산업계의 태양광 

모듈 수명개선 요구의 결과로, 옥외 테스트 25 년 그리고 열-습

도 환경 테스트 3000 시간 이상의 인증규정 트렌드에 맞추기 위

함이다. Fig. 2는 5 × 5 cm2 크기의 유리/봉지재(EVA 혹은 POE)/

투명 백시트 샘플들의 5000 시간 열-습도 환경테스트에 따른 변

화 사진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봉지재 샘플들이 초기

에 매우 투명한 모습을 보이나, 가속 시험 이후에 EVA와 POE 

모두 변색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EVA 봉지재의 경우 POE 보다 변색이 더욱 진행되었으

며, 이로 인해 투과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EVA와 투명 백 시트 조합의 경우 POE 봉지재에 비해 수분 및 열

에 의한 열화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Fig. 3은 가속 시험에 따른 봉지재 물질 별 광 투과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우리는 EVA 와 POE 봉지재 간 투과도 변화 

차이를 명확히 보기 위해 DH (85°C/85% RH)조건에서 최대 

Fig. 1. Schematic of Shingled Si PV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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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시간까지 보관해 보았다. 그 결과,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EVA 의 경우 POE 에 비해 매우 빠르게 광 투과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VA는 가속 시험 초기 1000 시간까지는 POE

와 투과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속 시험 2000 시

간 이후부터 단파장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장파장으로 투과도

가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반면, POE의 경우 단파장 영역

을 제외한 전반적인 파장 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빛 투과율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POE가 EVA 봉지재에 비해 투명 백 시트

와의 조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 안정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봉지재 물질과 투명 백 시트 조합에 따른 열화 

특성이 실질적으로 태양전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해 투과 형 슁글드 PV (photovoltaic) 모듈을 제작해 보았

다. 이후 각각 봉지재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작된 모듈들에 대해 

앞에서와 같은 DH 조건으로 가속 시험을 시행해 보았다. Fig. 4

는 4000 시간 가속 시험 후 소형 PV 모듈의 변화 사진이다. 보이

는 바와 같이, EVA 모듈의 황변이 진행되긴 하였으나 앞서 보았

던 심각한 변색이 동반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모듈의 외

곽 부분이 중심부에 비해 황변 현상이 더 진행됨을 볼 수 있었는

데, 이는 보통 모듈의 투습 율이 높은 가장 자리에 실란트 및 프레

임 처리가 미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VA 

모듈이 POE 모듈에 비해 외곽 부분의 황변이 더욱 심하였는데, 

Fig. 2. Photograph of encapsulants after accelerated test

Fig. 3 UV-visible analysis for evaluation of transmittance

Fig. 4. Shingled Si PV modules after accelerated test

Fig. 5. Evolution of normalized photovoltaic parameters for the 

shingled PV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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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듈 외곽 부분의 대기 중에 일부 노출된 EVA/투명 백 시

트를 통해 투습된 결과로 보인다. 이는 모듈의 외곽 부분을 통해 

투과된 빛이 지상에서 반사된 후 주변 모듈의 후면으로 재입사

되어 발전에 이용되는 양면발전 태양전지에 있어 발전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OE의 경우 해당 황변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로

써 EVA 봉지재가 POE에 비해 투명 백 시트 간 조합에 있어 열화

에 더욱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EVA 모듈의 경우 태양전지의 리본 전극의 변색이 명확히 관측

되었다.

이는 POE 봉지재의 경우 관측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EVA

가 수분접촉으로 인해 발생된 초산(acetic acid)이 리본 전극의 

부식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봉지재 열화에 의

한 PV 모듈의 전기적 특성 열화를 확인하기 위해 가속 시험 시간 

별 성능 인자들의 변화를 Fig. 5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그래프는 

각각 봉지재에 따른 PV 모듈의 성능 인자들 즉 전류 밀도(Jsc), 개

방 전압(Voc), 충진율(FF), 효율(Efficiency)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EVA 모듈의 경우 POE 모듈에 

비해 좀 더 빠른 효율 감소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열화 인자

로는 Jsc와 FF 감소가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Jsc 

열화는 EVA 자체 변색에 의한 광 투과도 감소와 연관이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각 봉지재 모듈 간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은 FF 감소율이다. EVA의 경우 FF가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Fig. 4에서의 리본 전극의 부식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산에 의한 리본 전극의 부식이 모듈의 직렬 저항을 

높이고 이것이 FF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Fig. 6은 가속 시험에 따른 슁글드 PV 모듈의 EL 이미지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EVA 모듈의 경우 리본 전

극을 중심으로 발광 효율이 감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

서 제시된 전극부식에 의한 저항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특이하게도 발광 저하가 리본 전극으로부터 셀 쪽으

로 확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EVA 봉지재의 열

화에 의한 리본 전극의 부식이 PV 셀들의 금속 핑거 쪽으로 확산

된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슁글드 Si 모듈의 ECA 

로 접합된 부분은 해당 봉지재들의 물질 간 뚜렷한 열화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추가적으로, 해당 PV 모듈의 저항 증가 원인을 확인하기 위

해 모듈에 전력을 인가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저항 성분을 

분석해 보았다. Fig. 7의 열화상 이미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EVA 모듈의 부식된 리본 전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나

타내고 있다. 이로써, 슁글드 PV 모듈의 가속 시험에 따른 FF 감

소는 리본 전극부식에 의한 저항 성분에 기인된 것으로 최종 확

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태양전지 모듈의 봉지재 물질 별 투

명 백 시트 조합에 따른 열화 특성을 평가해보았다. 이를 위해, 대

표적인 봉지재 물질로 거론되고 있는 EVA와 POE를 투명 백 시

트, 유리 그리고 태양전지 모듈에 적용해 샘플을 제작해 보았다.

각 봉지재 샘플들을 고온 다습한 조건(85°C/85% RH)에서 가

속 시험해 보았으며, 그 결과 EVA 봉지재와 투명 백 시트 조합 

샘플에서 심각한 변색이 관측되었다. EVA 샘플의 경우 심한 황

변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POE 샘플에 비해 EVA 샘플의 

빛 투과도가 심각하게 감소하는 것을 UV-visibl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투명 백 시트와 EVA 봉지재 조합이 외부 환경에 

더욱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후 각 봉지재 물질과 투명 

백 시트 조합에 의한 열화를 태양전지 모듈의 열화 특성과 연계

해 평가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투명 백 시트와 각 봉지재

들을 슁글드 Si PV 모듈에 각각 적용시켜 가속 시험을 시행해 보

았고, 그 결과 두 봉지재 모듈 간 태양전지 효율 감소에 명확한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EVA가 적용된 모듈의 경우 투명 

백 시트와의 접촉이 커지는 외곽 부분을 중심으로 황변 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EVA 모듈의 리본 전극에 심각한 부

식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수분 접촉에 따른 EVA의 초산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EVA 봉지재의 열화들은 태

양전지 성능 인자 중 Jsc와 FF에 가파른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결

과적으로 POE를 적용한 모듈에 비해 효율이 빠르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해당 모듈들의 EL 및 열화상 측정을 통해 EVA 모

듈의 경우 리본 전극의 부식된 부분에서 셀의 핑거 전극으로 저

항 성분이 확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광 효율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POE가 EVA에 비해 

Fig. 6. Electroluminescence images for shingled PV modules

Fig. 7. Thermal images for the PV modules after accelerat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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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백 시트와의 조합에 있어 물질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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