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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철 선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IT융합센터)

Special Thema

1. 서 론

태양전지 결정질 모듈에 대한 대표적인 시험

으로는 KS C IEC 61215 규격시험이 있다. 이 

규격은 IEC 60721-2-1에 정의되어 있는 일반 

옥외 기후에서의 장기 운전에 적합한 지상 설

치용 태양전지 모듈의 설계 적격성 확인 및 형

식 승인을 위한 IEC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시험 절차는 모듈의 전기적 및 온도 특성을 결

정하고, 비용 및 기간의 제약 안에서 가능한 

모듈이 적용범위에 기술된 기후환경에서 자잇

간 노출되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을 나타내

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설계 적합성 

측면에서의 규격시험이며 신뢰성시험의 개념

과 25년 이상 수명보증시험과는 상당한 거리

가 있다.

신뢰성 (Reliability)의 정의는 아이템이 주

어진 기간 동안 주어진 조건에서 요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러한 신뢰성에는 아이템, 주어진 시간, 주어진 

조건, 요구기능을 포함하는 요소들이 있으며 

포괄적 개념의 시인성 (Dependability)의 한 

부분으로 IEC 60050-191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1에서는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고장

률 (Failure Rate)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에 

따른 함수로서 초기 발생하는 품질고장 영역 

(Infant Mortality Failure Area)에서는 초기 

품질 및 출하검사에서는 정상적인 양품으로 

판정되지만 저장, 물류, 설치 및 환경조건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 결함 (고장)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IEC 61215 등에 따라 품질 및 인

증이 완료되어도 시장에서는 다양한 조건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고장이 유발되는 것과 

동일하다.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는 신속한 시

정조치 (설계 및 제조공정 변경 등)을 통해 결

함이 시정된 이후 제품의 고장은 감소하게 된

다.

태양전지 모듈 (결정질 또는 박막 등)은 25

년 이상 출력에 대한 수명보증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초기 품질불량의 감소 및 마모고장

영역 (Wear out Failure Area)까지도 고장률

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신뢰성시험이 요구되고 

있다.

태양전지 모듈의 신뢰성 동향

그림 1. 고장률 곡선 (Bathtub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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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시험의 척도

로서 수명, 신뢰도 함

수, 고장밀도 함수, 누

적분포함수, B수명, 고

장률 함수, 누적고장률 

함수, 평균수명 등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정

량적인 값으로 표현하

는 수치가 필요하며 수

명 분포를 위해서는 지

수 분포 (Exponential 

Distr ibut ion) ,  와

이블 분포 (Weibull 

Distribution),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 대수정규 분포 

(Lognormal Distribution) 등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신뢰성시험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태양전지 제조업체 또는 시험기관에서는 

모듈의 설치 이후 25년 동안 출력 값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데 누가 25년을 기다리면서 관

련 자료을 축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

뢰성시험에서는 가속수명시험 (Accelerated 

Life Test Model)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추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

은 가속수명시험을 통하여 실제 사용조건으

로 수명을 추정하고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

해 수명 분포와 수명-스트레스 관계식을 설

정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모델로서는 아레

니우스 모형 (Arrhenius Model), 역승 모

형 (Inverse Model), 아이링 모형 (Eyring 

Model) 등이 사용되는데 아레니우스 모형은 

온도에 의한 가속수명시험에서 가장 널리 사

용되며 활성화에너지와 온도의 반응률에 대

한 인자로 표현하고 있다. 역승 모형은 전압, 

부하 등의 스트레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이

링 모형은 전기장에 의한 가속, 화학적 열화

반응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주어진 

가속 스트레스 조건에서 적용 및 응용하는 

방법을 권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장 분석 (Failure Analysis)

에 대한 고장 메커니즘을 밝히는 물리적, 화

학적, 전기적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MIL-

STD-883에서는 「고장 분석은 보고된 고장

을 확인하고, 고장 모드 또는 메커니즘을 규

명하기 위해 전기적 특성, 물리·금속·화학

적 최신기술에 의하여 고장 발생 후에 고장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다.」로 정의하고 있

다. 이러한 고장 분석의 접근 방법으로 고장

현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포인트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통계적 접근, 

고장의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고

장 물리적 접근, 설계 수정 및 매뉴얼 개정 

등의 관리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태양전지 모듈 (결정질)의 실

제 고장 발생한 부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러한 고장모드 영향 분석 (FMEA: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에 대하여 간

략히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기법은 

1960년대 NASA에서 우주선 개발 시 각 부

품의 오기능을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예

측하려는 활동에 활용되었으며 1990년대 이

후 ISO 9000, QS 9000, 6시그마 등에서 품

질개선 및 신뢰성 관리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잠재적인 결

함과 고장모드를 미리 제거할 수 있는 체계

그림 2. 태양전지 모듈 고장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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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접근과 신뢰성시험 항목의 선정, 문제

해결 매뉴얼의 개발, 고장진단 및 시스템 성

능 감시를 위한 기초자료, 개선 설계 및 고장

예방을 위한 노하우 (know-how)을 축적할 

수 있으며 무작위 시험을 통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2. IEC 규격과 신뢰성시험의 관계

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설계

적격성 확인 및 형식 승인 요구사항인 IEC 

61215의 경우 모듈의 

온도, 전기적 특성, 온

습도 복합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

가 알고 있는 실제 설

치 환경의 환경 조건

과 부합하는지는 검토

해 봐야 한다. 규격시

험에서는 태양광 또는 

인공 광원과 온도, 습

도, 전기적 특성에 대

한 복합적인 시험은 

없으며 대부분이 부

품·소재 단위의 시험

이 확대되어 모듈 완

제품에 적용되고 있

다. 이러한 부품·소

재 단위의 시험으로는 

20년 이상 보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부품·소재가 결합된 

완제품 상태에서는 과

연 20년 이상을 보증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다. 실제 설치환경은 

다양해서 고장 (출력

저하, 부식, 화재 등)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IEC TC 82 WG에서는 다양한 시험규격

을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4에서는 태양전지 모듈의 실제 설치

환경에 따른 문제점을 셀 또는 부품소재, 모

듈 제조업체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의 반

복 사이클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25년 이상 수명보

증을 할 수 없을까?' 라는 관점에서 관련 연

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자체적인 내구 장기 수명 (Long 

Life Durability Test) 시험을 개발하고 있

다. 단 이러한 가속시험은 기준 조건으로 모

그림 3. 태양전지 모듈 고장 FEMA 예.

 그림 4. 태양전지 신뢰성시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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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의 25년 이후 효율 저하량을 선정하고 있

으며 실내 (indoor)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가

속 수명시험을 수행하고 있고 최대한 옥외

환경 조건 (Outdoor 

Condition)을 반영하

고자 한다. 대표적인 

장기 수명시험에 대하

여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단 고장 분석을 통

한 열화메커니즘은 실

제 모듈의 열화현상과 

동일성 또는 유의성을 

가져야 한다. 

모듈을 개발하고 인

증을 취득하는 과정

에서 가장 많은 고장

을 유발하는 시험은 고온 고습 시험 (Damp 

Heat Test)으로 85℃, 85%RH. 1,000시간

으로 가혹한 조건에서 수행하며 이 시험은 

습도의 장기간 침투에 대한 모듈의 내구성

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좀 

더 가혹한 조건에서 가속시험을 통해 모듈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실시하

고 있으며 타사 제품 등과 비교를 통해 우수

한 제품임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고온 고

습 시험에 대한 시험 결과의 예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3. 최근의 신뢰성시험 사례

3.1 동적 하중 시험 
    (Dynamic mechanical test)

본 시험은 모듈의 옥외설치 조건에서 바

랍 (wind)의 영향에 의해 셀의 미세크렉 

발생 및 균열 전이를 통한 효율저하을 평

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1~100 Hz의 공진주

파수을 이용하여 바람 방향과 추가 발생되

는 와류 (Vortex)의 영향을 고려한 시험 방

법이다.

3.2 접착력 시험 (Peel test)
본 시험은 모듈의 제조공정 및 각종 시험 

그림 5. 태양전지 장기 수명시험의 예.

그림 6. 태양전지 고장률 시험 항목 분석.

그림 7. 고온 고습 시험에 따른 모듈 출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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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에 따른 봉지제 (Encapsulation film)

에 대한 접착력시험으로 Back sheet/EVA, 

Cell/EVA 등의 적층필름 간의 계면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부품소재 단위보다는 라

미네이팅이 완료된 모듈에서의 90° 접착력 

시험을 의미한다.

3.3 모듈 시뮬레이터 (Simulator)
본 시험은 모듈의 출력을 측정하는 장비

이며 최근의 자외선 투과용 글라스 및 EVA

등 고효율 모듈의 개발에 따른 태양전지 모

듈에 대한 효율 측정과 단위 셀 기준이 아

닌 완제품 모듈에 대한 분광 특성 (Spectra 

Response)을 위치별 측정함으로써 각종 시

험 전후의 데이터 변화에 대한 측정을 지원 

(wave length: 280~1,200 nm, Class AAA 

만족)하고 있으며 측정 모듈에 대한 분광 특

성 측정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시뮬레이터의 

측정값을 보정할 수 있다.

3.4 고온결함 측정 (EL inspection)
본 시험은 모듈의 미세크랙에 대한 전이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측정 방법으로 상온에 

존재하는 셀 등의 미세크랙은 주변 온도가 

증가하면서 성장 (growth)하거나 또는 고온 

구간에서 결정립 (Grain Boundary) 영역과 

실제 크랙 (Crack)과의 선별을 위한 시험 방

법이다.

3.5 모듈 효율분포 측정
본 시험은 모듈을 구성하는 각 셀에 대

한 전류밀도에 대하여 라인 광 스캔 (Line 

그림 8.  동적하중 (Dynamic Mechanical Load) 
시험.

 그림 9. 모듈의 접착력시험.

그림 10. 모듈의 전압전류 및 분광응답.

그림 11.  모듈 크랙의 온도 증가에 따른 결함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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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Scan)을 활용하여 CT 알고리

즘으로 연산 처리함으로써 모듈을 구성하

는 셀 단위의 효율 분포를 측정하며 모듈 

완제품 상태에서 Rsh 분포 측정을 기본으

로 한다.

3.6 암모니아 시험 (Ammonia test)
본 시험은 모듈을 구성하는 Back sheet 및 

EVA, 프레임 등의 내부 식성을 평가하는 방

법으로 특히 유럽지역 축사의 태양광발전 설

비에 대한 장기 내부 식성을 시험하는 방법

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유기물 분해에 따른 

화학적 특성 변화에 대한 시험 방법이다.

3.7 사막모래 시험 (Sand & Dust test)
최근의 신규시장 창출을 위하여 모듈 제

조업체는 중동지역 중심의 사막형 모듈 개

발 및 실증시험을 통한 모듈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시험기관에서 일부 

기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시아 권역에서

는 구축된 장비가 부재한 실정이다. 사막의 

모래폭풍에 대한 모듈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IEC 60068-2-68과 중동 특화 규격인 

AECTP 300-313을 통하여 사막 기후에 대

한 태양전지 모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출력

저하 판정 기준은 IEC 61215의 평가 기준을 

따르고 있다.

3.8  빅 테이터를 통한 전력계통 예측기술 
적용

2014년 1월 미 항공우주국 (NASA)의 신형 

화성 탐사선인 무인탐사 로봇 '스피릿'로버가 

있다. 최대 140 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전지 패널을 가지고 있으나 화성에 착륙

한 후 약 2,000일 뒤 통신이 끊기고 말았다. 

결국 기대 이상으로 임무를 수행했지만 멈출 

수밖에 없던 현실, 즉 화성에 대한 총체적인 

기후조건, 흙먼지 등 빅 데이터의 부족으로 

멈추게 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친환경 재생에

너지 (Renewable Energy)의 가장 큰 단점

은 외부 요인, 즉, 날씨와 바람, 설치환경 등

에 따라 출력의 변동이 크다는 문제점에 있

그림 12.  모듈의 효율분포 mapping 측정 방법 
(a) 모듈의 광스캔 분할각도 측정, (b) 
모듈의 Rs 및 Isc 측정, (c) 모듈의 Rs
을 통한 실제 효율분포 측정.

그림 13. 암모니아시험 방법 및 효율저하.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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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전략 생산이 떨어

지는데 이를 간헐성 (Intermittency)이라고 

한다.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ESS (Energy 

Storage System)을 도입하지만 외부 환경에 

따른 발전량의 증감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과 그 양을 예측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러한 방대한 자료 축적을 위한 빅 테이터 구

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태양전지

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듈에 대한 규격시험 

뿐만 아니라 환경 빅 테이터 구축을 통한 상

호 연관성 기술 확보, 신뢰성과 발전량 예측 

기술 등이 요구되고 있다.

태양광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계통 및 분산전원으로서 전력수요 예

측의 정확성과 관련 빅 테이터 간의 구축을 

통한 수요예측 알고리즘 등의 개발 등 관련 

정부정책과 기술융합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

너지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4. 결 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그림 14.  (a) AECTP 모래시험에 대한 가속계수, 
(b) IEC 60068 모래시험에 대한 입자 
크기, (c) MIL-STD 810G 모래시험에 대
한 규격 조건.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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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태양전지 신뢰성 분야에서는 기존 

규격시험 외에도 실제 설치환경 (지역, 날씨, 

발전 등) 등에 대한 관련 신뢰성시험을 고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고민 (苦悶)

을 통해 고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에 부합하는 신

재생에너지의 기본 개념인 전력 계통의 지원 

측면으로 관련 상호 유기적인 빅 테이터 등

의 개발, 적용을 통해 태양광 산업이 향후 살

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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