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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질 실리콘 및 CuInxGa(1-x)Se2 모듈의 부분음영에 따른

태양전지 특성 변화 및 바이패스 다이오드의 작동 메커니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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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impact of partial shading on CuInxGa(1-x)Se2(CIGS) photovoltaic(PV) modules with bypass

diodes. When the CIGS PV modules were partially shaded, the modules were under conditions of partial reverse bias.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zation of the bypass diode and solar cell properties of the CIGS PV modules when these was partially

shaded,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ose for a crystalline silicon module. In crystalline silicon modules, the bypass diode was

operated at a partial shade modules of 1.67 % shading. This protected the crystalline silicon module from hot spot damage.

In CIGS thin film modules, on the other hand, the bypass diode was not operated before 20 % shading. This caused damage

because of hotspots, which occurred as wormlike defects in the CIGS thin film module. Moreover, the bypass diode adapted

to the CIGS thin film module was operated fully at 60 % shading, while the CIGS thin film module was not operated under

these conditions. It is known that the bypass diode adapted to the CIGS thin film module operated more slowly than that of

the crystalline silicon module; this bypass diode also failed to protect the module from damage. This was because of the reverse

saturation current of the CIGS thin film, 1.99 × 10−5 A/cm2,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crystalline silicon, 8.11 × 10−7 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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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전지 모듈의 신뢰성에서 부분음영은 주요한 관심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는 위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

정질 실리콘 모듈에서 먼저 발견되었다.1) 또한 지상에서

도 부분음영에 관한 문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4)

태양전지에 부분음영이 발생하면 음영된 만큼 태양전

지의 전류가 감소하면서 직렬로 연결된 다른 태양전지

와 부정합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태양전지에 역전압을

인가시키고,5-7) 동시에 열점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국부

적으로 열점 발생이 지속되면, 셀이나 유리의 파손, 납

땜의 용융, 태양전지의 열화 같은 모듈 손실과 연결된

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선방식을 다르게 하거나8)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장착하여9) 결정질 실리콘 모듈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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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부분음

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열점

에 의한 모듈손상을 방지해 주고, 또한 부분음영에서 오

는 전력손실을 막아 준다.10)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태양전지와 병렬로 방향은 반대

로 연결되어 있다. 태양전지가 정상작동 할 때는 바이

패스 다이오드에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어 작동을 하지

않고, 부분음영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태양전지에는 역

방향 전압, 바이패스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전압이 인가

되어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작동하게 된다. 태양전지 모

듈 구성에 따른 바이패스 다이오드 동작 연구를 통해 다

이오드 수와 다이오드 그룹내의 전압 구성 변화에 따라

바이패스 다이오드의 동작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 결

정질 실리콘 모듈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음영

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1) 반

면에 박막 태양전지에서는 최근에 시스템 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부분음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한 연구가 미흡

할 뿐만 아니라 박막 태양전지 모듈에 설치된 바이패스

다이오드의 특성 평가나, 효용성에 관련된 연구 또한 부

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결정질 실리콘과 CIGS 박막 모듈이 외

부에 설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음영의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부분음영을 증가

시키면서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설치된 결정질 실리콘 모

듈과 CIGS 박막 모듈의 특성을 알아보고 바이패스 다

이오드의 동작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각의 태양

전지 모듈에 설치된 바이패스 다이오드의 동작 메커니

즘을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결정질 실리콘 모듈은 L사의 모듈로 60개의 태양전지

로 구성되어 있고, 20개의 태양전지에 바이패스다이오드

가 한 개씩, 총 3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CIGS 박

막 모듈은 T사의 모듈로 100개의 태양전지로 구성되어

있고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한 모듈에 1개가 설치되어 있

다. Fig. 1(a)는 결정질 실리콘 모듈의 모식도로 음영은

0.41(1/4셀), 0.83(1/2셀), 1.25(3/4셀), 1.67(1셀), 3.33(2

셀), 5.00(3셀), 8.33(5셀) %로 증가하여 음영하였다. Fig.

1(b) CIGS 박막 모듈 실험 모식도로 3개의 모듈을 직

렬로 연결하여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3개 연결하고 그 중

모듈 1개를 음영하였다. 조건은 세로로 형성된 태양전지

의 방향으로 0, 5, 10, 15, 20, 25, 40, 60, 80, 100 %

로 영역을 증가 하였다. 각 태양전지 모듈을 음영하기

위해서 마스크는 100 % 반사되는 Al 호일을 이용하여 제

작하였다. 

음영된 태양전지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서 암 상태와

광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류-전압을 측정하였다. 암 상태

에서의 전류-전압측정은 상온에서 챔버에 빛을 차단하여

모듈을 암상태로 만든 후 전압을 −100 V에서 +100 V로

인가하여 전류를 측정하였다. 또한 역전압에서 측정된 전

류와 식(1)을 이용하여 역방향 포화 전류를 계산하였다.

(1)

식 (1)은 다이오드 식으로 I는 전류, I0는 포화전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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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rtial shading of a crystalline Si modules (a) and CIGS

thin film modules(PV) module (b) with an installed bypass diode,

in which a shadow passes over an increasing percentage of the ful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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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볼쯔만 상수, T는 온도, q는 전하량, V는 전압을 나

타낸다.

광 상태에서의 측정 조건은 1 sun(1000 W/m2), 25 oC

로 결정질실리콘 모듈과 CIGS 박막 모듈의 음영 영역

에 따라 특성을 분석하였다. 바이패스 다이오드와 음영

된 모듈 그리고 전체 모듈의 전류 특성을 알아 보기 위

해서 multimeter를 이용하였다. 또한 IR 열 화상 이미지

는 FLIR T420 hand-held thermal digital을 이용하여

음영 증가에 따라 열점 특성을 확인하였다. 모듈의 전

기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서 Electroluminescence(EL)

를 이용하였으며, EL 은 모듈에 각각 60 V와 10 A의 전

압을 인가하였다. 또한 모듈의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optical microscope을 이용하여 모듈 표면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과 CIGS 박막

태양전지 모듈에 음영 영역을 증가하면서 광 상태에서

의 전류 전압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우선 그래프는 바

이패싱 포인트에 의해서 두 영역으로 나뉜다. 바이패싱

포인트를 기준으로 낮은 전압 부분은 음영하지 않는 태

양전지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전압이 높은 부분은 음

영된 태양전지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전지들이 직

렬로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영영역 증가에 따라서

Short circuit current(Isc) 가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동작함으로써 모듈

의 전류 손실을 막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결정질 실리콘 모듈과 CIGS 박막 모듈의 음영된

영역(바이패싱 포인트의 오른쪽 부분)의 태양전지 특성

을 비교해 보면, CIGS 박막 모듈(Fig. 2(b))의 shunt 저

항이 결정질 실리콘 모듈(Fig. 2(c))에 비해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결정질 실리콘 모듈에서는 바이패싱

포인트가 음영이 시작된 영역인 0.41 % 부터 보이는 반

면에 CIGS 박막 모듈에서는 20 % 이상 음영일 때 바

이패싱 포인트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Fig. 2. Illuminated current-voltage(I-V) characteristics of crystalline

Si modules (a) and CIGS thin film modules (b) as a function of the

percentage of shaded area, with I-V of unshaded cells on the left

and I-V of shaded cells on the right.

Fig. 3. Total current of modules and aggregated from currents in

the shaded module and the bypass diode of crystalline Si module

(a) and three series-connected CIGS thin film modul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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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 음영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음

영된 모듈의 동작 전류와 바이패스 다이오드 전류 그리

고 음영된 모듈과 음영되지 않는 모듈을 합친 전체 모

듈의 전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a)는 결

정질 실리콘 모듈을 나타낸 것이고, Fig. 3(b)는 CIGS

박막 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두 종류 모듈 모두 음영이

증가하여도 전체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a)에 나타난 결정질 실리콘 모듈

은 음영을 하자마자 태양전지의 전류가 감소하면서, 바

이패스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 1.67 % 이후에는 음영된 모듈의 전류가 감소하고 바

이패스 다이오드로 전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반면에, Fig. 3(b)에 나타난 CIGS 박막 모듈은 15

% 음영 영역까지 태양전지의 전류가 감소하지 않고 있

다가 그 이후에는 전류가 감소하고, 바이패스 다이오드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60 % 음영 이후에는 CIGS 박막 모듈의 동작이 멈추고

바이패스 다이오드 부분으로 전체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20 % 음영전의 결과를 보면 결

정질 실리콘 모듈과는 다르게, 음영을 했음에도 불구하

고 모듈에 전류가 감소하지 않고 또한 바이패스 다이오

드 전류 또한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음

영에 의해서 감소된 CIGS 박막 모듈의 전류가 바이패

스 다이오드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듈 내부의 다른 부

분으로 흐른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다. S. Puttnin

에 따르면, 음영한 CIGS 박막 모듈에 역전압이 인가 되

었을 때, 낮은 shunt path에 의해서 누설전류가 발생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12) 본 실험 결과에서 또한 CIGS 박

막 모듈의 누설 전류에 의해서 음영시 바이패스 다이오

드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확

인하기 위해 IR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

하였다. Fig. 4(a)는 결정질 실리콘 모듈의 음영이 0 %

일때 나타난 IR 사진이고, Fig. 4(b)는 결정질 실리콘 모

듈의 동작이 멈추기 전인 0.83 % 음영, Fig. 4(c)는 결

정질 실리콘 모듈의 동작이 멈추고 바이패스 다이오드

로 전체 전류가 흐를 때인 8.33 % 음영일 때 IR 사진

이다. Fig. 4(d)는 CIGS 박막 모듈의 0 % 음영일 때,

Fig. 4(e)는 모듈의 전류가 감소 전인 15 % 음영, 그리

고 Fig. 4(f)는 모듈의 동작이 멈추고 바이패스 다이오

드로 전류가 흐를 때인 60 % 음영일 때를 나타낸 것이

다. 결정질 실리콘 모듈의 경우 0 % 음영일 때는 결정

질 실리콘 모듈의 열이 균일하게 분포한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결정질 실리콘 모듈의 동작이 멈추기 전인

0.83 % 음영일 때는 음영영역 외에서 열점이 발생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상작동하는 태양전지의 전

류가 음영에 의해서 역방향 전압이 인가된 음영태양전

지를 이동하면서 과전류가 발생하여 열점이 생성된 것

이다.13) 그리고 바이패스 다이오드에 전체 전류가 흐를

때인 8.33 % 이상에서는 음영된 영역의 온도는 낮아지

고 음영되지 않는 부분은 빛에 의해서 균일하게 온도 분

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IGS 박막 모

듈 또한 Fig. 4(d)의 0 % 음영일 때와 바이패스 다이오

드에 전체 전류가 흐를 때인(Fig. 4(f)) 60 % 일 때 결

정질 실리콘 모듈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음

영 영역이 15 %가 되었을 때(Fig. 4(e)), 즉 바이패스 다

이오드에 전류가 흐르지 않은 시점에 결정질 실리콘 모

듈과는 다르게 음영영역 내에서 불균일하게 열점이 발

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서 CIGS

박막 모듈에 음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감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음영된 태양전지 부분으로 누설 전

류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 CIGS 모듈에 발생한 열점은 모듈의 전기적 특성

에 영향을 주었다. Fig. 5는 CIGS 모듈의 전기적인 특

성을 나타내는 EL과 CIGS 박막 모듈 표면을 관찰한 사

진이다. EL 결과를 보면 음영전(Fig. 5(a))에 비해서 음

영 후(Fig. 5(b))에 검은영역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검은 영역은 모듈내에서 발생하는 전자 정공

의 재결합을 나타낸다.14) Fig. 4와 Fig. 5를 비교해 보았

을 때, 열점이 생성된 영역과 검은영역이 생성된 영역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검은 영역을 CIGS 모

듈 표면과 비교해 보면 Laser scribe된 라인을 기준으로

CIGS 박막 모듈이 손상 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결

Fig. 4. Infrared thermal images of the crystalline silicon and CIGS

module shaded by 0 % (a), 0.83 % (b), 8.33 % (c) as crystalline

silicon and 0 % (d), 15 % (e), 60 % (f) as CIGS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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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질 실리콘 모듈에서는 열점이 발생하였지만, 모듈 표면

에서 손상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보

았을 때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작동하였지만 열점에 의한

CIGS 박막 모듈 손상을 막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CIGS 박막 모듈의 역전압 특성과 불

균일하게 형성된 막 특성에 의한 것으로 예측한다. 역

전압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서 암 상태에서 CIGS 박막

모듈에 −100 V에서 +100 V까지 전압을 인가하여 전류

특성을 알아 보았고, 이를 결정질 실리콘 모듈과 비교

하였다. Fig. 6(a)는 결정질 실리콘 모듈과 CIGS 박막

모듈의 암 상태에서의 전류 전압를 나타낸 것이다. Fig.

6(a)의 그래프를 식 (1)을 이용하여 역방향 포화 전류를

계산하였을 때, 결정질 실리콘 모듈의 포화전류는 8.11 ×

10−7A/cm2 인데 반해 CIGS 박막 모듈의 포화전류는

1.99 × 10−5A/cm2 로 결정질 실리콘 모듈보다 높은 포화

전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전압 상

태에서 포화전류 결과는 CIGS 박막 모듈이 부분 음영

되었을 때 전류의 흐름을 예상 할 수 있다. 이를 간단

히 회로도로 나타내자면, 결정질 실리콘 모듈은 Fig. 6(b)

처럼 모듈에 음영을 하게 되면 음영영역으로 인하여 감

소된 전류만큼 바이패스 다이오드로 흐르게 된다. 그러

나 CIGS 박막 모듈의 경우, Fig. 6(c)에 나타낸 것과 같

이 모듈을 음영 하였을 때 음영영역으로 인하여 감소된

전류는 결정질 실리콘 모듈과 다르게 바이패스 다이오

드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듈의 낮은 shunt path

는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현상은 CIGS 박막 모듈에

설치된 바이패스 다이오드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지연

시키고 모듈이 동작하지 않는 시점 또한 늦추는 것으로

예측한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CIGS 박막

모듈은 불균일하게 형성된 막에서 낮은 shunt path 특

성으로 인하여 바이패스 다이오드의 동작을 늦추고 또

한 모듈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듈에 적합한 CIGS 박막 특성

에 관한 연구나 CIGS 박막 모듈에 적합한 바이패스 다

이오드의 설계나 특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한다.

4. 결  론

본 논문은 결정질 실리콘 모듈과 CIGS 박막 모듈을

Fig. 5. Electroluminescence(EL) images of the CIGS module before shading (a) and after shading and visible inspection of wormlike

defects on the CIGS PV module surface (b).

Fig. 6. The current of crystalline silicon and CIGS thin film at

reverse biase in dark IV (a) and circuit of crystalline silicon (b) and

CIGS thin fil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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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하였을 때 바이패스 다이오드와 태양전지특성 변화

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음영 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결

정질 실리콘 모듈의 전류는 음영에 반비례하여 감소하

나, CIGS 박막 모듈의 전류는 15 % 음영까지 변화가 없

다가 그 이상 음영할 때 전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

다. 그 이유로는 CIGS 박막 모듈의 역방향 포화 전류

가 결정질 실리콘 모듈보다 높은 값을 갖기 때문인 것

으로 확인 하였다. 이는 음영되었을 때 바이패스 다이

오드로 흘러야 할 전류가 음영모듈의 낮은 shunt path

로 흐름으로써 바이패스 다이오드의 동작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음영모듈로 흘러간 누설전류는 불

안정한 CIGS 박막에 열점을 발생시켜 모듈을 손상시키

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에는 CIGS 박막 모듈의 전기

적 특성을 감소시켰다. CIGS 박막 모듈에서 음영에 의

한 특성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설치된 바이패스 다이오

드를 CIGS 박막 모듈특성에 맞게 설계를 하거나 CIGS

박막을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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