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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램프 가열방식을 이용한 태양전지 셀의 솔더링 공정 및 

열처리 조건 별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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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key point of a soldering process for photovoltaic (PV) modules is to increase an adhesive strength leading a low resistivity

between ribbon and cell. In this study, we intended to optimize a heating condition for the soldering process and characterize the soldered

joint via physical and chemical analysis methods. For the purpose, the heating conditions were adjusted by IR lamp power, heating time

and hot plate temperature for preheating a cell. Since then the peel test for the ribbon and cell was conducted, consequently the peel 

strength data shows that there is some optimum soldering condition. In here, we observed that the peel strength was modified by 

increasing the heating condition. Such a soldering property is affected by a various factors of which the soldered joint, flux and bus bar 

of the cell are changed on the heating condition. Therefore, we tried to reveal causes determining the soldering property through 

analyzing the soldere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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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V : voltage

N : newton

Subscript

IR : infra red

IMC : intermetallic compound

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DX :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 및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

한 관심과 함께 태양광 산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

원을 늘리는 한편 시장규모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

다
1)

. 하지만 태양광 발전의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태양전지의 높은 제조단가는 가

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

라 태양전지의 원자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셀 두께를 낮추는 박

막화가 진행 중이다
2)

. 하지만 태양전지 셀이 얇아짐에 따라, 공

정 중 파손으로 인한 불량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관련기술에 대

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3)

.

특히 솔더링(soldering) 공정은 태양전지 모듈의 주요공정 중 

하나로 불량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4,5)

.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솔더링 방식은 접촉 식 인두 및 열풍 가

열방식으로, 비록 생산단가는 낮지만 셀과의 물리적 접촉 및 열

응력에 의한 미세균열(micro crack) 발생으로 셀이 얇을수록 그 

파손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6)

. 반면, 적외선 램프(IR lamp) 가열

방식은 장파장의 복사열을 이용하여 수초 내에 대상 체를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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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tup of soldering process

Fig. 2. Thermal optical images for the soldering conditions

하므로, 가열 성능이 우수하고 셀의 열적 변형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태양전지의 박막화 추세에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7)
.

솔더링에 있어 공정온도는 그 특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보통, 솔더(solder) 의 확산 및 플럭스(flux) 분해온도 

등을 고려할 때 땜납의 녹는점(melting point) 보다 50~60°C 높

게 공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 반면, 과도하게 높은 온도에서 

솔더링 할 경우 셀 자체의 열 변형과 함께 접합계면에서의 void 

형성으로 태양전지의 전기적 특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5,9)

. 또한, 

솔더링 공정 시 땜납과 모재 사이에는 금속간 화합물(IMC) 이 

생성되는데, 이는 솔더의 접합 강도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10)

. 이런 IMC 층은 솔더링 시간이 길어지거나 온도가 

높아졌을 때 형성 및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11)

, 태양전지의 경우 

보통 리본 땜납의 Sn 이 확산하여 Ag3Sn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

게 된다. 하지만, 이런 금속간 화합물 자체는 취성이 강하기 때문

에 오히려 과도한 성장은 접합 및 피로강도 측면에 좋지 않은 영

향을 끼칠 수 있다
12,13)

.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램프를 이용해 태양전지의 솔더링 공

정을 진행하였다. Fig. 1과 같이 셀 하부에 위치한 hot plate를 이

용해 공정 전 preheating 을 진행하였고, 상부에 위치한 IR 램프

의 출력을 이용해 공정을 마무리하였다. 공정조건으로 hot plate 

온도, IR 램프 출력 및 유지시간을 조절하였으며, 그에 따른 리본-

셀 간 접합특성을 peel test 를 통하여 비교분석 해보았다. 또한, 

SEM 및 EDX 분석 장비를 이용해 공정 조건 별 접합특성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차이를 관측해보았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3 bus bar 용 결정질 실리콘 셀과 젖음성이 좋

고 융점이 낮은 Sn60Pb40 솔더 리본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고, 셀 표면의 산화막 제거를 위한 용제로 kester 사의 920CXF 

(고형분 4.5%)를 사용하였다. 태양전지 셀을 미리 예열된 hot 

plate 위에 배치하고, IR 램프의 출력 및 유지시간을 제어하여 공

정을 진행하였다. 이때, hot plate 온도는 170~200°C까지 10°C 

간격으로, 그리고 IR 램프는 150~190 V까지 10 V 간격으로 2~4

초간 공정시간을 조절하였다. Fig. 2는 각 공정 조건에서 촬영한 

열화상 이미지로, hot plate 온도 및 IR 램프 출력에 따른 실제 공

정온도범위를 대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솔더링 공정 후 90°peel test를 통하여 셀-리본 간 접합력을 측

정하였고, 해당 셀들의 시편을 에폭시로 경화시킨 후 SEM 과 

EDX를 이용해 접합계면을 분석해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리본과 셀 간 90°peel test를 통하여, 전체 접합길이 

중 강도 1.5 N 이상의 접합 비율을 공정조건 별로 정리한 그래프

이다. 해당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초기 공정단계에

서는 IR 램프 출력, hot plate 온도 그리고 공정시간이 증가할수

록 그와 비례하여 접합길이(soldered length) 가 증가하였다. 특

히, hot plate 온도 190°C에서는 모든 공정조건에서 80% 이상의 

접합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 2의 열화상 이

미지에서 확인했듯이, 해당 공정조건이 250~270°C 사이의 적

정 솔더링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hot plate 온도 200°C의 조건에서는 IR 램프 출력 및 유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접합비율이 점차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과도하게 높은 가열조건에서의 과 납땜(over soldering) 으

로 인해 접합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Fig. 4는 솔더링 공정조건 별 실제 peel test 결과를 나타낸 데

이터이다. Fig. 4(a) 저출력, (b) 고출력 조건에서 공정유지시간

에 따른 peel strength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 4(a)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낮은 공정출력조건에서는, 유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셀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peel strength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정 중 셀 중앙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반면 Fig. 4(b)의 고출력 조건에서는 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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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ldered length ratio (Peel strength >1.5N)

Fig. 4. Raw peel test data on the soldering process condition

앙의 peel strength 값이 1 N 이하로 매우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앞서 Fig. 2 열화상 이미지에서 확인했듯 300°C 이상 고온에서

의 과 납땜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보여 진다.

Fig. 5는 앞서 솔더링 된 셀들의 접합계면에 대해, 물리적·화

학적 차이를 비교 분석한 이미지이다. 공정 완료된 시편들을 에폭

시로 경화시켜 한 차례 폴리싱(polishing) 후, 납땜계면(soldered 

interface)을 횡단으로 관측하였다. 그 결과, 공정출력조건이 높

아짐에 따라 솔더 층의 Pb 성분이 점차 응집(aggregation)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EDX mapping 이미지를 통해 솔더층과 

Ag 전극 간 경계선을 명확히 알 수 있었는데, 해당 경계 밑 지점

을 point 로 성분 분석한 결과 고 출력 조건일수록 Sn 함량이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솔더 층의 Sn 이 Ag 전극 쪽으로 확산

하여 금속간 화합물(IMC)을 생성 및 성장하였고, 따라서 잔류

하는 Pb 가 그 빈 공간을 채우면서 응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출력 조건 180°C/150 V에서 점차 진행되고, 이렇게 

생성된 금속간 화합물은 솔더 계면의 접합특성을 어느 정도 향

상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0°C/190 V 조건에서와 같

이 너무 과도하게 성장한 금속간 화합물은 그 자체로 매우 취약

하기 때문에, 결국 솔더 계면의 접합특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

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Fig. 6은 고 출력 조건인 hot plate 200°C/IR lamp 190 V에서 

4 초 동안 솔더링 한 샘플의 사진 및 횡단면 이미지이다. 위 공정

조건의 접합계면(soldered interface) 에서 몇 개의 void 와 함께 

copper 원소가 확산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계면 사이에 탄소 

덩어리가 눈에 띄는데, 이는 Fig. 6(a)과 같이 peel test 후 Ag 전

극 표면에서 관측된 파우더 형태의 검은 물질과 연관이 있을 것

으로 보이며, 이런 현상이 셀 표면에 잔존하게 되는 flux 잔사에

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5)

.
 
앞서 Fig. 4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출력 조건에서 soldering 된 샘플의 경우 1 N 이하

의 낮은 peel strength값을 보였는데, 이는 납땜계면에 생성된 위 

불순물들이 리본과 셀 간 접합력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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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M (1st line) and EDX mapping (2nd & 3rd line) data on cross sectional view for soldered interface

Fig. 6. (a) Picture of processed cell and (b, c) cross sectional 

view of optical and (d, e) SEM images

4. 결 론

 

지금까지 적외선 램프를 이용한 솔더링 공정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공정조건에 따른 땜납리본-셀 간 접합력 추이를 통해 적

정 솔더링 조건을 찾고, 각 공정 조건에 대한 솔더 계면을 현미경

을 통해 확대 분석해 보았다.

실험결과 공정조건에 따라 리본-셀 간 접합력에 차이를 보였

다. 공정초기조건에서는 출력과 비례하게 접합력이 향상됨을 

관측하였으며, 이때 접합계면에서는 솔더층의 Sn 이 점차 Ag 전

극 쪽으로 확산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금속간 화합물

(IMC)은 초기 솔더 계면의 접합력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했

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정 임계조건 이후 리본과 셀 간 접합

력이 점차 저하되었고, 해당 접합면을 관측한 결과 과도한 금속

간 화합물 성장과 함께 각종 void 및 불순물 원소들이 솔더 계면

에 혼재돼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온에서의 과 납땜의 경

우, 넓은 범위의 Sn 확산으로 인한 과도한 금속간 화합물(IMC) 

성장과 솔더 계면 간 void 및 불순물 생성이 그 접합특성을 저하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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