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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모듈의 
장기 신뢰성 보증정책 현황과 전망

1. 서 론

2004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벌린 도전은 

아직도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이전 엑셀의 실

패로부터 교훈을 배운 현대자동차는 10년/10

만 마일 장기 신뢰성 보증이라는 파격적 정책

을 들고 나왔다. 초기에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

들이 제공하고 있던 보증이래야 3년 정도가 고

작이었던 시장에 10년 보증이라는 것은 제살 

깎아먹기 졸속 정책이라고 혹평을 당했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에서 되돌아 보면 현

대의 10년 보증 정책은 놀란 만한 성공한 도전

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랄만한 일이 우리 가

까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10년이 아

닌 25년 보증정책을 취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자동차회사는 아니고, 태양전지회사이다. 대

부분의 태양전지 제조회사들은 생산하는 모듈

에 대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25년 보증정책을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태양전지회사가 왜 25년이라는 

장기 신뢰성 보증정책을 쓰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2. 태양전지 산업의 발전

1954년 미국의 벨연구소 (Bell Lab.)는 태양

전지 제작 성공을 발표한다 (그림 1). 이후 태

양전지는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루지만, 초

기에는 효율대비 무게가 가벼운 점을 이용하

여 인공위성의 전원공급 목적으로 주로 사용

되는 등 일부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이 가능했

다. 태양전지가 상업적으로 본격적 이용이 추

진된 것은 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에 미국

의 ARCO사가 1977년 처음으로 태양전지모듈

의 대량생산에 들어간 이후로 본다 (그림 2). 

이를 기준으로 보면 태양전지모듈은 현재까지 

겨우 37년의 생산 역사가 있는 제품이다. 우리

에게 친숙한 자동차 (128년), 원자력발전 (66

년), 혹은 개인용 PC (49년) 보다 더 짧은 역

사로, 태양전지는 인류가 비교적 최근에서나 

사용하기 시작한 제품이다.

태양전지는 비교적 최신의 제품이지만,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2012년 기준으

로 전 세계에 이미 설치된 태양전지의 양으로 

100 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원자

력의 전체 전기 생산 가능량인 270 GW의 30%

에 해당하는 량이다. 나라별로 보면 독일이 

32.4 GW로 설치량이 1위이고, 이어서 이탈리

아 16.3 GW, 중국 8.3 GW, 미국 7.8 GW, 일

본 6.9 GW, 스페인 5.2 GW, 프랑스 4.0 GW 

순이다 [2]. 한국에는 1.0 GW가 조금 안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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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다.

태양전지가 상업적 제품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필수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고 말한다 (그림 3) [3]. 첫 째로는 빛 에너

지를 전기로 변화하는 효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고, 둘 째로는 태양전지의 가

격이 시장에서 받아드릴 만해야 한다. 마지

막 셋 째로는 태양전지의 신뢰성이 시장요구 

이상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의 생산과 설치 

증가는 특히 2008년 이후에 비약적으로 늘

어났는데 (그림 4), 이런 비약적 발전이 가

능했던 것은 2008년 이후 상업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만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태양전지의 효율은 지난 40

년간 2배 이상이 증가하였고 (그림 5), 가격

은 2010년을 지나면서 이미 1 $/W를 만족하

고 있다 (그림 6). 그렇다면 태양전지의 신

뢰성은 어떤가? 

그림 1.  벨연구소의 1954년 태양전지 개발 광고 
중 일부 [1].

그림 2.  ARCO사에서 생산된 초기 테양전지 모
듈 사진 (model 16-2000, 33 W, www.
greenbuildingadvisor.com/blogs/에서 
사진 캡처).

그림 3.  태양전지의 상업적 성공을 위한 3대 요
소([3]의 데이터로부터 재작성)

그림 4.  전 세계 태양전지모듈의 누적 설치량 변
화 ([2]의 데이터로부터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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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전지 장기 신뢰성 보증 현황

신뢰성은 크게 품질과 수명으로 나뉠 수 

있다. 품질은 제품의 초기 신뢰성으로, 제조

사는 제품의 초기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속시험 (Accelerated Stress 

Test)으로 구성된 인증시험 (Qualification 

Test)을 수행한다. 수명은 제품의 장기신

뢰성에 해당되며, 이

를 증명하기 위해서

는 필드시험을 수명

기간 동안 수행하거

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속 수명시

험 (Accelerated Life 

Test)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증명된 

제품의 장기 신뢰성

은 제품의 수명보증 

(Warranty) 정책에 반

영된다.

현재 태양전지 제조

사가 제공하고 있는 

출력 장기 신뢰성 보

증정책은 표 1과 같다. 

표 1은 2013년 기준으

로 세계 10위의 태양

전지 제조사를 보여주

며, 각 제조사별로 제

품을 생산하기 시작

한 연도와 장기 신뢰

성 보증정책을 명기하

고 있다. 표에서 보듯

이 대부분의 태양전지 

제조사는 25년의 장기 

신뢰성 보증정책을 취

하고 있다.

태양전지 모듈의 장

기 신뢰성 보증정책이 

처음부터 25년은 아니었다. 1980년대까지는 

5년 이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1999년 이후

에는 대부분 25년 이상의 보증정책으로 전환

되었다 [6]. 처음으로 25년 보증정책을 실시

한 것은 독일의 지멘스 (Siemens)사로 1997

년의 일이다.

이렇게 장기 신뢰성 보증정책의 연수가 급

속히 높아진 것은 태양전지의 신뢰성이 급속

히 증가했다고 보기 보다는, 제조사의 모듈 

그림 5.  태양전지 효율 최고기록의 기술별/연도별 변화 [4].

표 1.  세계 10위 태양전지 제조사의 장기 신뢰성 보증정책 (2013
년 기준).

Rank* Company Country
Module Mass 
Production 
Start Year**

Power Warranty Policy**

1
Yingli Green 

Energy
China 2003

25년 82%, 10년 92%, 
1년 98%

2 Trina Solar China 1997*** 25년 80% Linear Power 
Warranty

3 Sharp Solar Japan 1963 25년 Power Warranty

4
Canadian 

Solar
Canada 2011

25년 Linear Power 
Warranty

5 Jinko Solar China 2009 25년 80%, 12년90%

6 ReneSola China 2005 25년 80%, 1년 97.5%

7 First Solar USA 2002 25년

8
Hanwha 
SolarOne

Korea 2004
25년 82%, 1년 97% and 
power degradation 0.7% 

after

9 Kyocera Japan 1979 25년 80%, 10년 90%

10 JA Solar China 2006 25년
* Solarbuzz, 2014/01
** Company Website
*** Company Founde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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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평가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면서 

제조사들이 모듈의 장기 신뢰성을 확신하고 

수명보증 정책을 늘린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7은 이런 판단의 근거를 보여준다. 그

림에서 태양전지의 수명보증 기간 증가와 필

드시험 기간의 증가에는 선형적 관계가 있음

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필드시험의 기간 증가만으로는 표 

1의 모든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 표 1을 보

면, 2013년 현재 10대 태양전지 생산업체 

중 일본의 샤프 (1963

년)와 교세라 (1979

년)를 제외하고는 모

두 2000년 이후 모듈

을 생산하고 있다. 현

재 기준으로 이 제조

사들의 모듈 연령은 

10년 정도로 25년 이

상의 필드시험 결과를 

갖고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후발 태

양전지 제조사는 필드

시험이 아닌 가속 수

명시험에 근거하여 장

기 신뢰성 보증정책을 

취해야 한다.

4. 태양전지 장기 수명 보증을 위한 
가속 수명시험 현황

가속 수명시험은 수명시험 기간을 단축하

기 위하여 실제 환경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하는 방법으로 이때 가혹조건에서 발생

하는 열화메커니즘과 실제 환경에서의 열화

메커니즘이 동일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이 있

다. 가속 수명시험에 발생한 수명 시간과 가

속인자를 이용하면 실제 조건에서의 수명 시

간을 예측할 수 있다.

태양전지에 대한 가속 수명시험은 1990년

대나 되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8].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조건에서 수명을 예

측할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

고 있다. 2009년 미국의 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 보고에 의하면 태

양전지의 실제 환경과 가혹 조건의 상관관계

를 규명하는 연구가 발전하고는 있으나 아직 

매우 부족하며 가속 수명시험의 핵심인 가속

인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 [8]. 2013

년 EU PVSEC (Photovolatic Solar Energy 

그림 6.  태양전지의 와트 당 당가의 연도별 변화 [5].

그림 7.  태양전지의 필드시험 기간과 보증 기간
과의 연도별 변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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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학회에서도 가속인자를 발견하

는 것을 성경의 성배에 비유하며 태양전지 

가속 수명시험에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9]. 

가속 수명시험과 접근 방법이 비슷하여 오

해하기 쉬운 사항으로 품질인증시험이 있다. 

IEC 61215와 같은 태양전지 품질인증시험은 

태양전지모듈의 초기 신뢰성에 관한 품질 시

험이지 장기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시험은 아

니다 [8]. 

가속 수명시험이 완

성되지 않은 상태에

서 업체들은 내부적으

로 좀 더 가혹한 환경

에서 신뢰성을 증명

하기 위해서 여러 시

험을 추가로 진행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샤프사는 PID 

(Potential Induced 

Damage)시험, 염수

시험, 우박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8). 미국의 시험전문

업체인 Atlas사에서는 

'Atlas 25+'라는 시험

을 서비스하고 있다. 

Atlas 25+ 프로그램은 

솔라셀 모듈 1개를 연

속적으로 UV-A/B 시

험, 염수분무시험, 응

축습도시험, 광/온도/

습도 사이클 시험, 광/

온도/습도/결빙 사이

클 시험, 솔라트래킹 

시험, 초기/중간/최

종 측정 등으로 구성

된 시험 및 모듈 2개

를 플로리다와 애리조

나 각각에 1년 정도 필

드시험으로 구성된다 

(그림 9). 하지만, 태

양전지모듈에 대한 가

속수명시험과 수명모

델 연구가 완성되지 

그림 8.  샤프솔라사에서 태양전지 모듈에 수행하고 있는 신뢰성 
시험 예 [10].

그림 9.  아틀라스사에서 태양전지 모듈에 수행하고 있는 신뢰성 
시험 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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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에서는 이들 모두 수명을 예측하거

나 장기신뢰성 보증정책을 세우기 위한 시험

으로 대체될 수 없다.

5. 장기 신뢰성 보증정책 향후 전망

필드시험 결과도 불충분하고 가속수명시험 

방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전지 후

발업체들이 장기 신뢰성 보증정책을 과감히 

취하는 것은 그만큼 장기 신뢰성이 태양전지

에 중요한 요소임을 반증한다. 더군다나, 최

근에는 태양전지의 장기 신뢰성을 태양광 발

전단가와 직접적인 연관지어 고려하기 때문

에 장기신뢰성 보증정책은 향후에도 태양전

지를 선택하는 중요 요소로 좀 더 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단가 (LCOE: Levelized Cost of 

Energy)는 태양광 발전을 위해 필요한 총 투

자비용을 모듈이 생산할 수 있는 총 발전량

으로 나눈 값으로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식 (1)에서 발전단가는 모듈 수명(N)의 함수

로 수명이 길면 길수록 발전에 필요한 비용

은 줄어든다.

     (1)

 

 Ii = Investment cost in the year i

 Oi =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in the year i

 Fi = Fuel cost in the year i

 Ei = Electricity generation in the year i

 r = Discount rate

 N = Life of the system

이런 태양전지 장기 신뢰성과 발전 단가의 

연관성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장기신뢰

성을 현재 25년 수준에서 30년, 아니 40년까

지 연장시키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미

국 에너지성 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의 발전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향후 30

년 이상의 모듈 수명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

다 [12]. 일본 정부는 2009년 태양광 발전 보

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기술 목표 및 

전략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로드맵 PV 2030+

을 발표하였다. PV2030+에서는 모듈 수명을 

2025년까지 30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2030

년까지는 40년의 내구성을 가진 모듈을 개발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13]. 유럽의 경우에

도 EII (European Industrial Initiative)계획

에서 2020년까지 태양전지가 12% 이상의 전

기를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태양전지 모듈의 수명을 40년까지 증가

시키는 계획이 있다 [14].

이런 선진국들의 장기 신뢰성 상향 조정 

정책은 향후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태양전지 산업을 일찍부터 

시작한 선진국의 선발업체의 경우 30년, 40

년에 육박하는 필드시험 결과가 계속 누적

되어 장기 신뢰성 확보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후발기업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뒤쳐져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태양

전지 후발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를 극복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태양전지 가속 

수명시험에 대한 연구를 국가 주도로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이미 설치된 

태양전지의 양으로 100 GW로 태양전지는 이

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현재 대부

분의 태양전지 제조사들은 25년 수명보증 정

책을 제공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장

기 신뢰성을 현재 25년 수준에서 40년까지 

연장시키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선진국들의 장기 신뢰성 상향 조정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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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무역 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태양전지 후발기

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태양전지 가속 수명시험에 

대한 연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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