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효율 태양 지모듈의 성능측정 방법/김경수 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1, No. 1, 2011 93

고효율 태양전지모듈의 성능측정 방법

김경수*,강기환,유권종,윤순길**

*한국에 지기술연구원,충남 학교 재료공학과(kskim@kier.re.kr),

**충남 학교 재료공학과(sgyoon@cnu.ac.kr)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of Several Types of 

Photovoltaic Module Depending on Efficiency

Kim,Kyung-Soo* Kang,Gi-Hwan Yu,Gwon-Jong Yoon,Soon-Gil**

*PhotovoltaicResearchCenter,KoreaInstituteofEnergyResearch,

*Chungnam NationalUniversity,MaterialsScienceandEngineering(kskim@kier.re.kr)

**Chungnam NationalUniversity,MaterialsScienceandEngineering(sgyoon@cnu.ac.kr)

Abstract

Toguaranteemoreexactmaximum powerofsolarcellmodule,itisabsolutelyrequiredtohaveperformance

characteristicsofvarioussolarcells.Today,therearemanytypesofsolarsimulatorforlargeareameasurement.

Butitisveryopaquehow toselectthebestoneforvarioussolarcellmodulelikecrystallinesiliconsolarcell,

highefficiencysolarcell,amorphoussiliconthinfilmsolarcell,CdTeandCIGSsolarcellmodule.So,inthispaper,

4typesofphotovoltaicmodulewereselectedtocomparetheelectricalcharacteristicsbychanginglightpulse

durationtimeandvoltagescandirection.Lightpulsedurationtimewasvariedfrom10msecto800msec.Andtwo

typesofvoltagescandirections,Voc->IscandIsc->Vocwereselected.From thisresults,optimum measuring

conditionwassuggestedandelectricalvariationwasanalysedforeachtypesofsolarcellmodule.Thedetail

descriptionisspecifiedasthefollowingpaper.

Keywords:태양 지모듈(photovoltaicmodule),신재생에 지(new&renewableEnergy),

최 출력(maximum power),태양 지(solarcell)

1.서 론

태양 지모듈은 태양 지를 외부의 기계 ,

기 재료 으로 다양한 외부 스트 스로

부터보고하기 하여보통라미네이션(lamination)

공정을 거쳐 제작한다.국내의 경우 모듈의 최

출력(Pmax)는 공칭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평균을기 으로±3%범 에분포되어야출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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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한 제품으로 정된다.그러나 기술

인 진보에 의하여 기존의 bulk형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 지뿐 아니라 CdTe,a-Si,CIGS,

HIT,후면 극 형태의 태양 지가 개발

상용화가 되고 있다.

특히 비정질 실리콘 박막 태양 지의 경우

국내외 시험소간 최 5%이상의 최 출력에

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이는 생산자 뿐 아니

라 소비자의 단기 을 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이뿐 아니라 최 출려 측정에

사용되는 쏠라시뮬 이터도 세계 으로 10여

곳에 달하는 실정으로 태양 지모듈의 정확한

성능 측정을 한 단 기 이 신속히 정립되

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공 원의 Pulse

DurationTime과 VoltageScanDirection변

화에 따른 태양 지의 기술에 따른 반응 특성

을 찰하 으며 이를 통하여 합한 쏠라시

뮬 이터 선택의 기 을 제안하 다.

2.본 론

2.1배경

태양 지 태양 지 모듈의 기 라

미터의 측정에 해서는 IEC를 심으로 운

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KSCIEC60904-1

∼ IEC60904-10기 을 근거로 하여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효율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 지가

태양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년

사이에 고효율의 태양 지 박막태양 지

등 다양한 기술로 개발된 제품이 량 생산되

고 있다.이는 태양 지 이를 이용한 태양

지모듈의 효율 기 성능 측정에 기술

인 진보를 이끌어내었다.최근에는 300msec

이상의 Long-PulseType의 면 쏠라시뮬

이터가 매되고 있다.그러나 어떤 항목이

쏠라시뮬 이터 구입에 가장 합한 기 이

되는지는 문가 마다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다

른 기술로 제작된 4종류의 태양 지모듈을 이

용하여 PulseDurationTime VoltageScan

Direction등을 변화하여 최 출력(Pmax),개

방 압(Voc) 단락 류(Isc)등의 태양 지

모듈의 특성을 비교하 으며 이를 통하여

합한 쏠라시뮬 이터 선택에 기본 인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하 다.

2.2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되어진 태양 지모듈은 총

4종류로 아래와 같다.

(1)결정질실리콘 태양 지모듈(A Type)

구조는 Glass/EVA/SoalrCell/EVA/

BackSheet의 형태로 라미네이션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사양은 아래 표 1과

같다.태양 지는 다결정 실리콘 태양 지를

사용하 으며 모듈은 200W 이다.

그림 1.AType태양 지모듈

Voc Isc Pmax Vmp Imp

A

Type
33.0 8.3 200 25.7 7.8

표 1.AType모듈의 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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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정질실리콘박막태양 지모듈(BType)

구조는 그림 2과 같은 형태의 단일 합구조

(SingleJunction)태양 지를 후면 EVA와

Backsheet를 라미네이션 공정을 통하여 모듈

화 하 다.사양은 아래 표 2와 같다.

그림 2.BType태양 지모듈

Voc Isc Pmax Vmp Imp

B

Type
100 1.66 100 75 1.34

표 2.BType모듈의 기 사양

그림 3.비정질 실리콘 태양 지의 구조

(3)고효율 태양 지모듈(CType)

미국 S社에서 제작된 300W 후면 극 태

양 지모듈로 표 3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

다.

그림 4.CType태양 지모듈

Voc Isc Pmax Vmp Imp

C

Type
64.0 5.87 300 54.7 5.49

표 3.CType모듈의 기 사양

(4)고효율 태양 지모듈(DType)

일본 S社에서 제작된 것으로 HIT의 구조

의 170W 의 태양 지모듈이며 표 4와 같은

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5.DType태양 지모듈

Voc Isc Pmax Vmp Imp

D

Type
45.2 5.3 170 35.9 4.74

표 4.DType모듈의 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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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DurationTime ScanDirection

의존도에 따른 출력 특성 변화를 찰하기

하여 최 모듈 사이즈 1.5m x2.0m까지 측

정가능하며 방사균일도 ±2%,방사안정도가

±2%인 A Long-PulseSolarSimulator(일

본 W社)를 사용하 으며 측정조건은 측정 온

도 25℃,AM(AirMass)1.5,방사조도 1kW/m
2

조건에서 미국 VLSI社에서 검교정된 기 셀

을 이용하여 I-Vcurve를 측정하 다.인공

원은 XenonLamp펄스타입으로 최 일사량

에서 10msec∼800msec의 PulseDurationTime

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2.3실험 결과

본 실험에 사용된 쏠라시뮬 이터는 아래

그림 6과 같이 T1∼T4의 형태로 구성된다.

T1은 ShutterOpen Time,T2는 Light가

1kW/m
2
조건이 되기까지의 DelayTime,T3

는 MeasuringTime(PulseDurationTime),

T4는 ShutterCloseTime이다.

그림 6.쏠라시뮬 이터의 발 측정 특성

그리고 VoltageScan형태는 그림 7에서와

같이 Voc->Isc방향의 경우와 Isc->Voc방향

으로 ScanDirection을 달리하여 측정 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 다.

그림 7.측정 압 방향에 따른 방식

본실험에서는PulseDurationTime을10msec,

20msec,30msec,40msec,50msec,60msec,

100msec,300msec,500msec,800msec로

진 으로 시간을 변화하며 VoltageScan형태

에 따른 Voc(개방 압),Isc(단락 류),Pmax

(최 출력)의 변화를 분석하 다.

아래 분석 결과 그래 에 나타나는 X축값은

다음과 같이 1=10msec,2=20msec,3=30msec,

4=40msec,5=50msec,6=60msc,7=100msec,

8=300msec,9=500msec,10=800msec를 의미

한다.

(1)Type의 다결정 실리콘 태양 지모듈의

경우 그림 8와 같이 Pmax값은 최 1.3%

의측정차이를보 으며Voc Isc는0.5%

의 이내로 PulseDurationTime과 Scan

Direction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2)Type의 비정질 실리콘 박막 태양 지모

듈의 경우 그림 9의 결과처럼 Pmax값은

최 2.1%,Voc Isc는 1%의 측정 차

이를 나타내었다.

(3)Type의 고효율 후면 극 태양 지모듈의

경우 그림 10의 결과처럼 Pmax값은 Pulse

DurationTime이 최소 50msec이상에서

VoltageScanDirection에 무 하게 동

일한 최 출력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PulseDurationTime이

50msec미만의 시간에서는 최 9.4%의

측정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이

는 그림 10에서와 같이 Vmp Imp의

값이 VoltageScanDirection에 따른 측

정 결과의 차이로 기인하는 것이다.그리

고 Voc Isc는 1% 이내의 차이로 인하

여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Type의 HIT구조의 태양 지모듈의 경

우 그림 11의 결과처럼 Pmax값은 Pulse

DurationTime이 최소 60msec이상에서

VoltageScanDirection에 무 하게 동

일한 최 출력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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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그리고 PulseDurationTime이

60msec미만의 시간에서는 최 13.5%

의 측정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Vmp Imp의

그림 8.AType모듈의 PulseDurationTime Scan

Direction에 따른 Pmax,Voc,Isc특성

값이 VoltageScanDirection에 따른 측

정 결과의 차이로 기인하는 것이다.그리

고 Voc Isc는 1.3% 이내의 차이로 인

하여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 9.BType모듈의 PulseDurationTime Scan

Direction에 따른 Pmax,Voc,Isc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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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CType모듈의 PulseDurationTime Scan

Direction에 따른 Pmax,Voc,Isc특성

일반 으로 비정질 실리콘 박막의 태양 지

에서 SingleJunction의 형태의 구조는 Long

PulseType의 쏠라시뮬 이터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국내외 생산 업체 연구소에

서는 300msec이상의 PulseDurationTime이

가능한 장비와 결정질 실리콘 태양 지에 Filter

를 덮은 상태로 퍼런스 태양 지를 이용하

여 최 출력 측정을 하고 있다.그러나 본 실

그림 11.DType모듈의 PulseDurationTime Scan

Direction에 따른 Pmax,Voc,Isc특성

험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PulseDurationTime

의 향은 미미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기

퍼런스 모듈을 이용하여 퍼런스 태양

지의 기 사양을 매칭을 하게 되면 그림

12와 같이 10msec(KIER)와 300msec(U社)의

PulseDurationTime을 가지는 두 종류의 쏠

라시뮬 이터에서 0.5%이내의 오차범 에서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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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실리콘박막모듈의 10msec 300msecpulse

duration에서의 Pmax,Voc,Isc특징 비교

3.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결정질실리콘태양 지,고효

율 태양 지(HIT,후면 극),실리콘 박막 태

양 지모듈을 이용하여 PulseDurationTime

과 VoltageScanDirection변화에 따른 태양

지의 기술에 따른 반응 특성을 찰하 다.

이를 통하여 고효율 태양 지(CType,D

Type)의 경우 최소 50msec∼60msec의Pulse

Duration이 필요하 고 그 이하의 경우 최

출력(Pmax)값을 측정하여 비교할 경우 최

9.4%∼13.5%의 출력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그러나 비정질 실리콘 박막 태양 지모듈의

경우 Pmax값은 최 2.1%을 보 으며 이는

PulseDurationTime의 향은 미미하여 퍼

런스태양 지의 기 사양을매칭을하게되면

비록 10msec의 PulseDurationTime을 가지는

시뮬 이터에서 0.5%이내의 오차범 에서 측정

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를 통하여 최

소 60msec의 PulseDuration을 가지는 쏠라시

뮬 이터라면 재 기술의 태양 지 측정에 어

려움 없이 측정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을 통하여 태양 지모듈의 기술에

따른 효율 기 라미터를 측정하고자

하는 분야에 기본 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올

바른 제품 선택의 길잡이가 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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