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7권 제3호(2018년 9월)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Technology, Vol. 17, No. 3. September 2018. 

 

10 

 
Crystalline Silicon Photo Voltaic (PV) Module의 양산 공정 

최적화에 의한 Module 출력 측정 정확성 향상 
 

이종필* ·이규만*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Accuracy Enhancement of Output Measurement by Silicon Crystalline 
Photo Voltaic (PV) Module Production Process Optimization  

 

Jongpil Lee* and Kyu-Mann Lee*†
 

*†
Dept. of Materials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ABSTRACT 
 

In silicon crystalline PV (Photo Voltaic) industry, PV module or panel electric power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mpanies’ profit. Thus, many PV companies have invested and focused on R&D activities to get the higher module 

power. The main BOM (Bills of Material) on the module consists of PV solar cell, ribbon, EVA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glass and back sheet. Based on consistent research efforts on enhancing module power using 

BOM, there have been increase of around 5 watt per module every year as results. However, there are lack of studies 

related to enhancing accuracy of measurement. In this study, the enhancing on the metrology is investigated and the 

improvement shows actually contribution to company’s profit. Especially, the measurement issues related to heat and 

to quasi state of bandgap diagram by EL(Electro Luminescence) are describ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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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 정책과 관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비

용 대비 성능 비율을 고려하며, 결과적으로 석탄과 원자

력 발전이 전력 생산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력 사고와 지

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에너지의 확장은 가

장 빠르며 많은 나라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2015년 

말까지 PV 태양 발전소 설치 양이 세계에서 가장 큰 4개 

국가는 중국, 일본, 독일 및 미국이었다. 하지만 2016년 이

후 최고 설치 지역은 중국, 미국, 일본 및 인도로 독일이 

제외되었다. PV의 전세계 누적 총계는 2016년까지 300Gw 

(Giga Watt)로 예상된다[1]. 신재생 태양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용이 스페인, 독일 및 포르투갈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화석 연료와 같은 Grid Parity에 도달했다 [2].  

2017년 12월 20일 한국의 산업자원통상부가 발표한 재

생에너지 도입 계획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7.6%를 차지하고 그 중 태양광에너지의 비율이 38%

로 가장 높으며 2017년 말까지 5.7Gw 누적 설치로 예상 

되었다. 2030년 말까지 국내에 PV 발전이 30.8Gw 추가 설

치 되어 누적 36.5Gw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PV 에너지 

시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정책 지지를 받으며 

경제적 이익과 환경 오염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결정질 실리콘 PV 태양전지(Solar Cell)를 사용하여 

태양광 모듈 또는 패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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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PV 모듈당 출력 값은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

관된 지표로서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

력 측정을 위한 측정계측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평

가되어 왔고 정확한 측정을 위한 측정계측 연구에 초점

을 맞춘 활동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

(heat) 및 Electro Luminescence(EL)에 의한 Band Gap Diagram과 

유사한 상태와 관련된 측정계측 문제를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I-V곡선(current–voltage curve)에서 확인된 태양전지의 전

기 생성은 입사 태양 복사 스펙트럼, 입력되는 태양 빛의 

구성 요소에 대한 상대적인 전지의 방향, 태양전지의 작

동 온도 및 DC (Direct Current) 회로를 완성하는 적용된 전

기 부하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

진다. 태양전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I-V 곡선은 일반

적인 작동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 및 보고되며, 그 

기준 조건을 STC (Standard Test Conditions)이라고 한다[3]. 

STC의 표준 스펙트럼은 Air Mass 1.5G, 일사량 1000 W/m2, 

동작 온도 25℃인 경우이다[4].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온도 상승에 따라 약 2.3 mV‧K-1의 비율로 Voc가 감소한다

[5,6]. 

태양전지 또는 태양전지를 여러 장으로 구성한 한 장

의 패널, 즉 모듈 제조회사는 Data sheet 또는 specification 

sheet를 STC 조건 하에 측정하여 제시하며, 추가적으로 온

도 계수를 포함하기도 한다(Fig 1). 이는 태양전지가 온도

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Fig. 1.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module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http://www.jasolar.com/index. 

php?m=content&c=index&a=lists&catid=84, 72-

Cell Mono PERC Module, Product data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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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의 제조 과정에서 모듈 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TC 조건을 맞추고 양

산에 적용 해야 한다.  

Fig. 2는 태양광 모듈 제조 공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Step 

11에서 해당 모듈의 출력 값을 측정하는 Solar Simulator와 

모듈 내에 태양전지가 출력에 영향을 주는 결함 Crack, 

Chip and Broken 등을 측정하는 EL [7] 측정 장비가 본 연구

에 사용되었다.  

해당 공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온도 문제와 계측 문제

를 3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연구 하였다. 첫 번째는 

온도 보정 계수, 두 번째는 STC 조건 충족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Solar Simulator와 EL의 계측이다. 

 

2.1 온도 보정 계수 
태양전지 또는 모듈의 출력을 측정할 때의 STC(Standard 

Test Condition)은 25℃ 이다. 하지만 태양전지나 모듈 제조 

현장에서 STC 를 항상 유지 할 수 없고,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태양전지 및 모듈 출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Solar Simulator)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

정해 주는 기능이 있다. Fig. 3 은 주변 측정 온도(x 축)에 

따라서 Voc(y 축)가 변화하지 않도록 온도 보정 계수를 적

용한 예를 보여준다. 측정된 셀의 온도가 22.7~24.3 ℃ 구

간에서 일정한 Voc가 측정된 경우를 보여줌으로써 온도 

보정 계수가 잘 작동함을 보여 준다 

 

 
Fig. 3. Voc value after application of temperature correction 

factor according to temperature. 

 

2.2 STC 조건 충족 여부 
Laminator 공정 온도 약 180도를 지난 모듈을 STC 조건

인 상온 25℃로 낮추기 위해서 Step 11전까지 온도를 낮추

는 충분한 시간과 조건이 필요하다. 모듈 출력 측정 전에 

모듈의 온도를 측정하고 필요 시 온도 보정 계수를 적용

하여 출력 값을 측정한다. 실제 태양전지의 온도가 모듈 

출력 측정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측정된 모듈 표

면의 온도 값과 태양전지와의 실제 온도 차이 그리고 모

듈의 온도 측정 부위의 국부적인 온도 편차로 인해 모듈

의 출력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Fig. 4는 일자 별 출력 값 결과이다. 양산 데이터를 취합

하여 작성 된 것이며, 일자 별 생산된 모듈 수 약 1,400매

로 양산성을 대변한다. 태양전지 효율 17.6% 는 STC조건

에서 1m2 면적에 176 watt 전력을 생산함을 의미하므로 태

양전지 치수가 가로 및 세로, 156mm x156mm일때는 한 매

당 출력4.28 watt을 의미한다. 해당 태양전지 72매로 한 장

의 모듈을 구성하여 태양전지에서 모듈 전환 출력 전환 

효율을 의미하는 CTM (Cell to Module) ratio [8]을 99.7%로 예

상하여 307 Watt (4.28watt x 72매 x 99.7%= 307 Watt) 급 모듈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Fig. 4. Impact on module output when STC conditions are 

met. 

 

하지만 예상 값과 다르게 모듈의 출력이2.7 watt 가 낮은 

304.3 watt가 나오는 현상이 7월9일 이전 데이터에서 발생

하였다. 원인 분석을 위해 온도 보정 계수 및 Solar 

Simulator를 확인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 하

였다. 양산 과정에서 제조 공정 양산성을 높이기 위해 열

을 충분히 식히지 않고 바로 다음 공정으로 보냄으로써 

STC 확보가 미흡 한 것으로 추정하고 모듈 내 잠열을 의

심하였다. Laminator 공정 후에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충분한 냉각 시간 확보 후 STC 조건에 충족하

도록 하였다. 이후 출력이 7월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총 11,000매 모듈의 출력 평균값이 306.4watt로 약 2watt가 

향상되는 현상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이 값은 예상치 

307 watt 대비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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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측 순서 
모듈 양산 공정에서 EL(Electrical Luminescence) 이후 Solar 

Simulator 계측 공정 이다. EL 은 태양전지 또는 모듈에서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계측 과정이다. EL은 PL(Photo Lumin 

escence)와 달리 전류를 인가하여 Radiative recombination으로 

Light Emission되는 부분을 측정하는 방식이며 정상적인 부

분은 밝게 보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는 특

징이 있다 [7]. Fig. 5는 이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

분의 태양전지와 모듈 제조 업체들이 제품의 결함을 측

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Fig. 5. Examples of a solar cell defect through electrical 

lubrication (EL) measuring process in module step 

(https://www.pi-berlin.com/images/ press/big/ 

Major%20cell%20fractures%20are%20marked%20

in%20red_3500%20x%201856.jpg). 

 

하지만 최종 제품의 출력을 측정하는 Solar Simulator 공

정 전에 전기적인 영향을 인가하는 EL 공정을 진행하면

서 태양전지의 Energy band diagram 에 영향을 주고 온도에

도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공정 순서를 EL후 Solar Simulator에서 Solar Simulator이후 

EL 로 변경 하였고, 동일한 태양전지 효율대에 대한 모듈 

출력을 비교 하였다. 모듈 출력 비교 데이터를 Fig. 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Before와 After 를 비교했을 때 모듈 출력 

값이 약 1 watt 가 상승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계측 장비 

양산 적용을 합리적으로 적용 못할 때 정확한 측정값을 

얻지 못하고 저평가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Fig. 6. Comparison of obtaining accuracy for a module 

measurement by normalization of the order of EL. 

 

 
Fig. 7. Comparison of Open Circuit Voltage (Voc) among 

the module readings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the order of EL. 

 

 
Fig. 8. Comparison of Isc (Short Circuit Current) among the 

module readings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the 

order of EL. 



 

이종필 · 이규만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8 
 
 

14 

Fig. 9. Effects of STC conditions and EL process sequence 

on module output. 

 

3. 결과 및 고찰 
 

모듈 양산 공정에서 출력 값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 장

비의 온도 보정 계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이미 측정 

값을 알고 있는 시료에 대해 온도에 따른 보정계수 적용 

후 출력 값을 확인 함으로 보정 계수가 잘 작동하는 지 

확인 할 수 있었다.  

대략 180℃ 이상의 공정 온도를 갖는 Laminator공정 이

후 충분한 냉각이 필요함이 이번 연구에서 확인 되었다. 

Laminator 이후 Solar Simulator까지 1시간이라는 비교적 짧

은 냉각 시간 후 모듈의 표면 온도 측정 결과가 STC 조건

에 맞는 온도일 경우라도 측정 온도가 모듈의 전체를 대

변하지 못하고, 모듈 전체 면적에 비하여 국부적인 온도 

차이로 인한 부정확한 온도 측정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모듈을 냉각시간 3시간 이후 측정하여 출력 값이 상승함

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태양전지의 실제 온도가  잠열로 

인하여 높은 온도를 유지하여 출력 값이 저평가 되어 낮

게 나왔음을 의미한다.  

EL과 Solar Simulator 공정 변화에 따른 출력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해 측정 값들을 Table 1에 정리 하였다. 측정 결과

에 따라 Fill Factor [9]를 75.8%로 고정한 후 Voc변화와 Isc변

화에 따른 모듈 출력 값의 영향을 Table 2에 정리 하였다 

 

Table 1. Output change data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EL and solar simulator process. 

 

Table 2. Output value impact with Voc and Isc change.  

 
 

 Table 1에 의하면 EL을 Solar simulator후속 공정으로 변경

함으로써 출력 값이 1.029 watt 상승함을 확인 하였고, Voc

와 Isc도 동시에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EL공정이 

Solar Simulator앞 공정에 있는 경우 EL측정으로 인해 Solar 

Simulator에서 Voc와 Isc가 실제 측정 값이 아닌 낮은 값으

로 측정 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EL공정을 후속공정으로 

배치하여 EL 측정 시 모듈에 인가되는 전기적 영향으로

부터 태양전지의 온도 상승 효과를 배제 함으로써 Voc 상

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

이 Voc 상승 효과는 모듈 출력에 약 0.33watt이다. Isc는 

0.519watt상승 결과를 보이며 이것은 단지 온도만의 효과

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온도가 정상화 됨으로써 Bandgap 

Narrowing Effect가 없어졌다면 [10,11] 장파장에서의 흡수율

이 감소해서 Isc 가 낮은 값으로 측정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13,14]. Isc 까지도 증가되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서 이는 

단순히 EL 에 의한 잠열만의 영향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Fig. 10.  EL(Electroluminescence) mechanism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
s/thumb/d/d7/PnJunction-LED-E.svg/500px-
PnJunction-LED-E.svg.png). 

Voc Isc Power Fill Factor

Before 45.225 8.939 306.429 75.80%

After 45.273 8.954 307.458 75.85%

Delta

(After-Before)
0.048 0.015 1.029

Voc Effect Voc Isc Power Fill Factor

Before 45.225 8.939 306.429 75.80%

After 45.273 8.939 306.759 75.80%

Delta

(After-Before)
0.048 0 0.330

Isc Effect Voc Isc Power Fill Factor

Before 45.225 8.939 306.429 75.80%

After 45.225 8.954 306.948 75.80%

Delta

(After-Before)
0 0.01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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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EL의 원리를 살펴 보고자 한다 

(Fig. 10). P-N Junction인 태양 전지P type 에 + 전압을 걸어주

어 P-N Junction에서 전위차는 줄어들게 하고 N 층의 

Majority Carrier 인 전자(Electron)들이 줄어든 전위차에 의해 

Band Gap을 넘어 P 층으로 이동하고 결국 이 Carrier 들이 

Conduction Band 에서 Valence Band 로 Radiation하여 측정 값

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EL 측정을 위해서 외부 전압을 

인가한 후 원래의 에너지 Bandgap Diagram으로 회복되기 

전에 모듈 출력 값 측정을 위해 Solar Simulator에 다시 외

부 전압을 인가하여 낮은Isc값을 얻게 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미 EL 과정 중에서 P-N Junction 의 Potential Barrier 는 

낮아졌고, N 층의 majority 가 P 층으로 이동하기 쉬운 상황

에서 또 다른 I-V curve 용 외부 전압이 여기에 가해 짐으

로써 낮은 Voc 와 Isc 가 얻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Isc 의 

경우 net current 가 zero 인 경우가 Isc(short circuit current)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미 N 층에서 P층으로 넘어오는 전류가 

존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작은 bias voltage 에서 net 

current 가 zero 가 되는 현상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율 값의 태양전지를 사용했을 때 

예상했던 출력 값의 모듈을 양산 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태양전지 효율 값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 검증한 

결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저평가 되지 않은 

모듈 출력 값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EL과Solar Simulator의 

공정 순서를 변경하여 I-V curve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EL 의 목적이 상대적인 명암 측정으로부터 제품의 결함

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공정 순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 결  론 
 

태양광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판가 혹은 원가를 이야

기 할 때 가격/출력 (US$/watt) 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것

은 태양광 모듈 한 장의 판매가격을 출력 값으로 나눈 것

이며, 모듈 한 장을 생산할 때 출력 값이 높아 질수록 부

가가치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300watt 짜리 모듈 1매를 제조하는데 $90 가 필요하면 

제조원가는 $0.3/watt(= $90/300watt)이며 판가도 같은 맥락

으로 $120로 판매 시 시장가격을 $0.40/watt(=$120/300watt)라

고 표기한다. 특정한 일자의 시장 판가의 예를 Fig 11에 제

시하였다. Poly Crystalline Silicon Solar Module의 경우 $0.315 

/Watt 에 판매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1장의 모듈

이 300 Watt 출력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모듈 1매의 판매가

격이 $0.315/watt x 300watt = $94.5 임을 의미한다.  
 

Table 3. Solar PV module weekly spot price ($/watt) 

(http://pvinsights.com/). 

Item High Low Average 

Poly-silicon solar module 0.41 0.28 0.315 

Poly high eff/PERC module 0.45 0.35 0.379 

Mono high eff/PERC module 0.55 0.39 0.417 

Thin film solar module 0.42 0.29 0.336 

 

태양광 모듈 업계는 Power Class 라는 출력 별 구분 개념을 

도입하여 5 watt 단위로 나누어 생산 공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듈 한 장을 생산 할 때 출력 값이300watt 와 

304.99watt로 측정 되면 해당 모듈은 모두 300watt로 간주 

하는 Plus Tolerance 개념을 사용한다. Fig 9의 경우는 모듈 

출력이 304에서 307.5로 3.5 Watt만 상승을 했지만 Power 

Class 관점에서는 304watt 제품은 300watt로 307.5watt는 

305watt로 생산되므로 모듈당 5watt 상승 효과를 얻게 된다. 

300watt는 Fig. 11의 Average값 $0.315/watt를 기준으로 1매당 

가격이 $94.5이고 305watt는 $96.1로 $1.6높게 판매된다. 하

루에 수천 매 이상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제조라인에

서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고려 할 때 Power Class의 구분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판단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일 2천매의 모듈을 생산한다고 가정 시 하루에 

$3,200 그리고 연간 $ 1.16M손실 보게 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모듈 출력의 저평가 의한 손

실은 치열한 원가 절감을 하는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아

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조 과

정에서 출력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출력 측정

을 하는 것은 산업계의 원가 경쟁력 고취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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