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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층구조의 표면코팅재를 지닌 태양전지모듈

요약

본 발명의 태양전지모듕은, 필러재로 봉입된 광전지소자(태양전지)와, 광전지소자의 광수용면측 위에 배
치된 3층구조의 코팅재로 이루어지며, 상기 코팅재는 쇼어경도 D로 경도가 50이상인 경질수지층, 경질수
지층을 열화시키는 파장을 지닌 자외선을 흡수하고 광전지소자의 전력발생에 필요한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기능과  중접착기능을  지닌  접착층  및,  내후성에  우수한  최외층(수지자체는  열,  빛,  습기에  대해 
안정하다)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경질수지층, 접착층 및 최외층이 이 순서대로 적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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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3층구조의 표면코팅재를 지닌 태양전지모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태양전지모듈의 일례의 개략 단면도이고,

제2도는 제1도에 나타낸 태양전지모듈에 사용된 태양전지소자의 일례의 개략단면도이고,

제3도는 스크래치테스트의 개략 설명도이고,

제4도는 본 발명의 태양전지모듈의 일례의 성분부재를 도시한 도면이며,

제5도는 종래의 태양전지모듈의 성분부재를 도시한 도면이며,

제6도는 종래의 태양전지모듈의 다른 예의 성분부재를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내후성, 내열성, 내습성 및 내스크래칭성이 우수하고, 외압에 대한 보호능력이 뛰어난 태양전
지모듈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필러재로 봉입된 광전지소자(즉, 태양전지)와 태양전
지의 수광면 위에 배치된 3층 구조를 지닌 코팅재로 이루어진 태양전지모듈에 관한 것으로 상기 코팅재가 
쇼어경도 D로 50이상의 경도를 가지는 경질수지로 이루어진 층(이하, 경질수지층으로 칭함); 경질수지층
을 열화시키기 쉬운 자외선을 흡수하고, 태양전지의 광전변환에 필요한 광을 투과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또한 접착기능을 가지는 층(이하, 접착층으로 칭함); 및 내후성이 우수한 수지로 이루어진 층(수지자체는 
열, 및, 습기에 대해 안정하다)(이하, 최외층으로 칭함)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경질수지층, 접착층 및 최
외층은 수광면측으로부터 이 순서대로 광전지소자의 수광면측위에 적층되어 있다. 본 발명의 태양전지모
듈에서 상술한 3층구조를 지니는 코팅재는 광전소자에 외압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태양전지모듈에 
필요한 내후성, 내열성, 내습성 및 내스크래치성을 만족시킨다.

배경기술

종래, 다수의 박막태양전지가 제안되어 왔으며, 박막태양전지중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정형 실리콘박막
태양전지(a-Si박막태양전지)가 있다.  a-Si박막태양전지로서,  광전변환소자로서 기능하는 a-Si반도체막이 
도체기판위에 형성되어 있고, 투명도전층이 반도체박막위에 형성되어 있는 형태가 알려져 있다. 상기 구
성을 지니는 a-Si박막태양전지를 전력공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광입사측위의 a-Si태양전지표면은 기판
으로서 유리보드를 사용하는 구조의 태양전지와는 달리 보호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광입사측의 a-
Si태양전지표면에 보호수단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런 보호수단은, 햇빛을 충분히 투과시켜 태양전지의 변
환효율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 중요하며, 또한, 바람과 비, 그리고 다른 외부압력에 대해 태양전지의 
내부를 보호하는 능력(이하, 내부보호능력으로 칭함)을 지닐 것이 요구된다. 또, 보호수단자체도 및, 열 
및 습기에 의한 열화, 변색 및 기계강도의 저하가 방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보호수단으로서, 내후성
이 우수한 투명수지층을 표면코팅층으로서 수광면측에 형성하고, 열가소성 투명수지로 된 필러재를 투명
수지층 내부에 형성하는 형태가 공지되어 있다. 표면코팅층으로서의 수지층은 일반적으로 아크릴수지막 
또는 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에틸렌 공중합체막 또는 불화폴리비닐막 등의 플루오르수지막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필러재는 표면코팅층과 태양전지사이에 삽입되며, 필러재로서
는, 일반적으로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 부티랄수지 등을 사용한다. 또, 태양전지의 도전
성 기판의 배면에는 필러재를 거쳐 배면막이 형성되며, 배면막으로서는, 나일론막, 플루오르수지가 적층
된 알루미늄막 등이 사용된다. 또한, 실제의 태양전지모듈에서, 상기 배면막의 배면에는 필러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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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재가 형성되므로, 표면코팅층과 태양전지사이 또한 도전성기판과 배면막사이에 삽입된 각각의 필러재
는, 접착제로서의 기능과 광전지소자를 스크래치손상 및 외부에서 인가된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지닐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상기 구성을 지니는 보호수단의 내부보호능력은 수광면의 표면코팅층으로 구성된 코팅재와 필러
재의 두께에 의존하여, 상세하게는 코팅재의 두께가 증가하면 내부보호능력이 증가하고, 그 두께가 감소
하면 내부보호능력도 감소한다. 그러나, 수광면측위의 표면코팅층의 두께가 증가하면, 표면코팅층과 필러
재사이의 계면에서 온도변화에 기인하여 분리되기 쉽다. 이런 분리는 분리부를 통해 태양전지에 습기가 
도입되게 함으로써, 태양전지의 특성 뿐만 아니라 습기침투에 의해 누설전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야기한
다. 태양전지를 둘러싸는 필러재는 태양전지의 불균일부분을 채우고 표면코팅층에 둘러붙게 하는 기능을 
지닐 것이 요구되며, 따라서 필러재는 고무탄성을 지닐 것이 요구된다. 또한, 표면코팅재의 두께가 증가
함에 따라 이들의 광투과율이 감소하여 태양전지의 변환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상기 구성을 지닌 태양전지
모듈은 일반적으로 다음 공정으로 제작된다. 즉, 수광면측위에 표면코팅층으로서 수지막, 표면측 필러재, 
태양전지, 배면측 필러재 및 배면막을 적층한 다음 진공라미네이터를 사용하여 열압착한다. 이런 제작방
법에서, 태양전지모듈의 단부는 열압착시 밀착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필러재와 수광면측위의 표면코팅재 
사이 및 필러재와 태양전지사이의 내부 일부에 때때로 공기가 남게 되어, 그 결과, 시일된 태양전지모듈
에 기포가 종종 남게 된다. 태양전지모듈에 남게 되는 기포는 온도변화에 기인하여 반복적으로 팽창·수
축하여 코팅재의 분리를 초래한다. 이런 분리는, 분리부를 통해 태양전지에 습기가 도입되게 함으로써 앞
서 설명한 문제점을 야기시켜 변환효율을 감소시킨다. 또한, 남아 있는 기포는 태양전지모듈의 외관을 열
화시켜 생산품의 수율을 감축시킨다.

상기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필러재와 수광면측위의 표면코팅층사이 및 필러재와 태양전
지사이에 유리섬유 부직포를 삽입하고 적층시키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 방법에서, 표면코팅재는 유리
섬유로 보강되어 그 기계적 강도가 향상된다. 외력에 대한 표면코팅재의 내부보호능력은 기계강도의 증가
에 의해 증가함으로써 표면코팅재의 두께를 상대적으로 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수광표면측위의 표면코
팅층 두께가 큰 경우 상기 분리가 쉽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표면코팅재의 두께는 비교
적 얇게 할 수 있으므로, 표면코팅재의 광투과율저하를 억제할 수 있어 태양전지의 변환효율의 감소를 방
지할 수 있다. 태양전지모듈의 제조공정시, 필러재와 태양전지 사이 및 태양전지와 수광면측 위의 표면코
팅층 사이에 유리섬유를 삽입하므로, 태양전지모듈이 압착된 경우에도 태양 전지모듈의 단부에 공기통로
를 확실히 만들 수 있어 남아 있는 기포를 쉽게 뽑아내어 제거한다. 그러나, 이 경우, 유리섬유는 태양전
지모듈의 단부로부터 불가피하게 노출됨으로써, 유리섬유에 의해 태양전지모듈내로 손쉽게 습기가 침투하
여, 이런 습기침투는 태양전지상에 역효과가 야기한다.

태양전지모듈의 단부로부터 유리섬유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섬유를 태양전지모듈의 크기보
다 작게 미리 절단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태양전지모듈의 단부는 유리섬유를 가지지 않
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공기통로가 부족하여 기포가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상기 문제점을 충
분히 해결할 수 없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자는 종래의 태양전지모듈의 상기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의연구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
였다.

즉, 본 발명자는 종래의 태양전지모듈의 상기 설명한 코팅재의 문제점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여, 광전지소
자(태양전지)를 필러재로 봉입하고, 경질수지층을 포함하는 다층구조의 표면코팅재를 광전지소자의 수광
면측에 배치한 방법에 의해, 종래 기술에서 사용된 유리섬유 없이도 종래의 태양전지모듈의 상기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발명은 상기 발견에 의거하여 완성되었다.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종래기술에 사용된 유리섬유 없이도 태양전지모듈에 요구되는 특성을 만족시키는 
표면코팅재를 가지는 향상된 태양전지모듈을 제공함으로써, 종래의 태양전지모듈의 상기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내후성, 내열성, 광전지소자(태양전지)와의 접착성이 우수하고, 외부에서 인가된 
힘(외압)으로부터 광전지소자(태양전지)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수분침투에 의한 광전지소자(태양전지)의 
열화를 억제하여 장시간동안 소정의 변환효율성을 달성하는 기능을 지닌 표면코팅재를 가지는 태양전지모
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필러재로 봉입된 광전지소자(태양전지)와 광전지소자의 수광면측위에 배치된 3층
구조의 코팅재로 이루어진 개선된 태양전지모듈로서, 상기 코팅재는, 쇼어경도 D로 50이상의 경도를 가지
는 경질수지층, 경질수지층을 열화시키는 파장을 가지는 자외선을 흡수하고 광전지소자의 전력발생에 필
요한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기능과 층접착기능을 가진 접착층 및, 내후성에 우수한 최외층(수지자체는 열, 
빛, 습기에 대해 안정하다)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경질수지층, 접착층 및 최외층이 이 순서대로 적층되어
서 외력(외압)이 인가된 경우에도, 광전지 소자가 안정하고, 표면코팅재가 분리되지 않으면서 내후성, 내
열성 및 내습성에 우수하며, 장시간의 외부사용시에는 광전지소자가 열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망의 
광전변환효율을 달성하는 태양전지모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과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

본 발명은 종래기술의 태양전지모듈에서의 상기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상기 설명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태양전지모듈은 다음 구성을 지닌다. 즉, 태양전지모듈은 필러재로 봉입된 광전지소자
(태양전지)와, 광전지소자의 수광면측위에 배치된 3층구조의 코팅재로 이루어지며, 상기 코팅재는 쇼어경
도 D로 50이상의 경도를 가지는 경질수지층, 경질수지층을 열화시키는 파장을 가지는 자외선을 흡수하고, 
광전지소자의 전력발생에 필요한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기능과 층접착기능을 가지는 접착층 및, 내후성에 
우수한 최외층(수지자체는 열, 빛, 습기에 대해 안정하다)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경질수지층, 접착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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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외층이 이 순서대로 적층되어 있다. 본 발명의 태양전지모듈에서 상기 3층구조를 지닌 코팅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광전지소자에 외압이 인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의해 태양전지를 보호한다. 
(2) 태양전지에 필요한 내후성, 내열성, 내습성 및 내스크래치성을 만족시킨다. (3) 
광전지소자(태양전지)와의 접착을 보장한다. (4) 최소한의 수분침투에 기인한 광전지소자(태양전지)의 열
화를 억제한다. (5) 장시간동안 광전지소자의 소망의 변환효율을 달성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라 상기 구성을 가지는 태양전지모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태양전지모듈의 개략 단면도이다. 제1도에서, (101)은 경질수지층, (102)는 접착층, 
(103)은 최외층, (104)는 필러재층, (105)는 광전지소자, (106)은 배면절연층이다. 제1도에 도시한 태양
전지모듈에서 햇빛이 최외층(103)에 충돌하여, 접착층(102), 경질수지층(101) 및 필러재층(104)을 통과하
여 광전지소자(105)에 도달한다. 따라서, 광전지소자(105)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한다.

본 발명의 태양전지모듈의 각 성분에 대해 이하 설명한다.

경질수지층

경질수지층(101)은 쇼어경도 D로 50이상의 경도를 가지는 수지로 이루어지며, 경질수지층(101)은 투명도
가 우수하고, 또한 외압 등에 대한 저항이 강할 것이 요구된다. 경질수지층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쇼어경
도 D로 60이상), 폴리카보네이트(쇼어경도 D로 70이상), 폴리에스테르수지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쇼어경도  D로  80이상),  폴리아릴레이트(쇼어경도  D로  70이상)  또는  폴리아미드수지(쇼어경도  D로 
70이상)로 이루어지며, 이들 수지의 특정예로서,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스테르수지로서 폴리에틸렌 테레
프탈레이트, 폴리아릴레이트를 들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의 수지는 막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수지중, 폴리카보네이트막은 기계적 강도가 매우 높고, 내후성은 불량하나 접착층에 의해 자외선을 
차폐시킴으로써 변색 및 기계적 강도가 저하되기 어려우므로 실제 사용에 충분하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
레이트의 경우, 기계적 강도가 매우 높고, 외부에서 인가된 압력에 의해 찢어지지 않으므로 2축 배향된 
막이 바람직하다. 폴리아릴레이트 수지막은 내열온도가 매우 높아 고온동작에 충분히 견딘다.

투과율의 감소없이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경질수지층(101)의 두께를 바람직하게는 25∼200μm, 
보다 바람직하게는 75∼125μm로 한다.

또한, 종래의 태양전지모듈에 사용한 경질수지막에서는, 내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외선 흡수제를 함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이런 경질막으로 형성된 층은 파장이 약 400nm이하인 광을 흡수하므로, 광전지
소자의 변환효율을 저하시킨다.

경질수지층(101)으로 사용된 상기 설명한 경질수지막에는 필러재(104) 및 접착층(102)과의 접착성을 보장
하기 위해 코로나방전처리, 오존화처리 또는 프라이머코팅처리를 행한다.

접착층

접착층(102)은 경질수지층(101)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광전지소자의 광전변환에 필요한 빛을 충분히 
투과시키는 기능을 지닐 것이 요구된다. 또, 최외층(103)과 경질수지층(101)과의 접착강도를 보장해야만 
한다. 광전지소자가 a-Si제이고, 복수의 광전변환층을 가지는 경우, 각각의 광전변환층에서 광전변환된 
빛의 파장은 서로 다르다. 단파장광을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층에 필요한 빛을 접합층(102)으로 차폐하는 
경우, 광전변환층에서 발생한 전류가 감소하여 광전지소자의 변환효율을 저하시킨다. 광전지소자의 변환
효율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접착층(102)은,  파장이  400nm이상인  빛에  대해  총광투과율이  90%이상, 
380nm에 대해 50%이상, 350nm에 대해 10%이하인 특정 수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며, 400nm이상에 
대해 95%이상, 380nm에 대해 80%이상, 350nm이하에 대해 5%이하인 수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
직하다. 접착층의 총투과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접착층을, 다음의 자외선 흡수제를 특정량으로 혼입한 
접착성을 지닌 수지로 형성한다. 또, 접착층(102)은 광전변환에 사용된 빛에 대해 투명해야 한다. 접착층
의 상기 요구조건을 만족하여, 소정의 접착층을 형성할 수 있는 수지의 특정예로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
트 공중합체(EVA), 폴리비닐부티랄(PVB), 실리콘수지, 아크릴수지 등을 들 수 있다. 접착층(102)의 접착
강도가 불충분한 경우 접착강도는 실란커플링제 또는 티탄산 커플링제를 사용하여 향상시킬 수 있다. 접
착층(102)을 구성하는 것이 접착수지에는 접착층에 소정의 자외선 차폐기능을 부여하는 자외선흡수제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된 자외선 흡수제의 예로는, 유기자외선 흡수제, 무기자외선 흡수제를 들 
수 있으며, 유기자외선 흡수제로서는, 벤조페닐계, 살리실레이트계, 벤조트리아졸계 및 아크릴로니트릴계 
자외선 흡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유기자외선 흡수제의 특정한 예로서, 2-
히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  2-히드록시-4-n-옥토시벤조페논, 2-(2-히드록시-5-t-옥티페닐)-벤조트리아졸
을 들 수 있고, 바람직한 무기자외선 흡수제의 특정예로는 TiO2, CeO2, ZnO 및 SnO2를 들 수 있다.

최외층

최외층(103)은 열, 빛 및 습기에 대해 안정(내후성이 우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오염에 기인하
여 광전지소자의 효율이 저하하는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외층은 발수성이 우수할 것이 요
망된다. 발수성은 물과의 접촉각으로 표면할 때 50°이상이 바람직하고, 70°이상이 보다 바람직하다. 최
외층(103)은 플루오르수지 또는 실리콘수지로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플루오르수지로 최외층(103)을 형
성한다.  플루오르수지의  특정예로는  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에틸렌 공중합체, 
염화트리플루오르에틸렌수지,  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퍼플루오르알킬 비닐에테르 공중합체, 테트라플루오
르에틸렌-헥사플루오르프로필렌, 플루오르비닐리덴 및 플루오르비닐수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런 수지로 만
든 최외층을 코로나처리, 오존화처리 또는 프라이머 코팅처리를 행하여 접착층(102)과의 접착강도를 보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러재층

필러재층(104)은  배면절연막(101)과  광전지소자(105)사이  및  광전지소자(105)와  경질수지층(101)사이에 
접착강도를 지닐 것이 요구된다. 필러재층은 광전지소자(105)위의 불균일부분을 채우고 경질수지층을 평
활하게 하기 위해 기본으로 열가소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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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자소자(105)의 광입사측위에 위치한 필러재층은 투명할 것이 요구된다. 필러재층(104)은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EVA), 폴리비닐 부티랄(PVB), 실리콘수지, 에폭시수지 또는 아크릴수지로 이루어지
며, 배면에 위치한 필러재층은 불투명해도 된다. 필러재층에 사용된 수지에는 내열성을 향상시키기 이해 
가교제, 열산화방지제 등을 첨가할 수 있고, 또, 광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외선 흡수제 또는 광산화방
지제를 첨가할 수 있다. 필러재층과 광전지소자사이의 집착강도가 불충분한 경우, 실란커플링제 또는 티
탄산 커플링제를 첨가하여 접착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광전지소자(태양전지)

본 발명의 광전지소자(103)는 적어도 도전성기판위에 광전변환부재로서 반도체광활성층을 형성하여 구성
된다. 제2도는 광전지소자의 일례의 구성을 도시한 개략도로서, 제2도에서, (201)은 도전성기판, (202)는 
배면반사층, (203)은 반도체광할성층, (204)는 투명도전층, (205)는 집전극이다. 도전성기판(201)은 광전
지소자(태양전지)의 베이스로서 기능하며, 또한, 하부전극으로 기능한다. 도전성 기판(201)은 실리콘, 탄
탈, 몰리브덴, 텅스텐, 스테인리스스틸, 알루미늄, 구리, 티탄, 탄소시트, 납플레이팅 스틸판, 도전층이 
형성된 수지막 또는 세라믹으로 이루어진다. 도전성기판(201)위에, 배면반사층(202)으로서 금속층, 금속
산화물층 또는 금속층과 금속산화물층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속층은 예를 들면, Ti, Cr, Mo, W, 
Al, Ag 또는 Ni로 형성될 수 있고, 금속산화물층은 예를 들면 ZnO, TiO2 또는 SnO2로 형성될 수 있다. 금

속층 및 금속산화물층은 저항가열증착, 전자빔증착 또는 스퍼터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반도체 광활성층
(203)은 광전변환에 사용되며, pn접합 다결정실리콘, pin접합 무정형실리콘 도는 CuInSe2, CuInS2, GaAs, 

CdS/Cu2S, CdS/CdTe, CdS/InP 또는 CdTe/Cu2Te등의 화합물 반도체로 형성된다. 다결정 실리콘으로 이루어

진 반도체 광활성층은 용융실리콘을 시트로 성형하거나 또는 무정형 실리콘을 가열처리하는 방법으로 형
성할 수 있다. 무정형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광활성층은 원료로서 실란가스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CVD로 형성한다. 화합물 반도체로 이루어진 반도체 광활성층은 이온플레이팅, 이온빔증착, 진공증착, 스
퍼터링 또는 전기증착으로 형성된다. 투명도전층(204)은 광전지소자(태양전지)의 상부전극으로 되며, 투
명도전층(204)은 예를 들면 In2O3, SnO2, In2O3-SnO3-SnO2(ITO), ZnO, TiO2, Cd2SnO4 또는 불순물로 높게 도

우프된 결정형 반도체층으로 형성한다. 투명도전층(204)은 저항가열증착, 스퍼터링, 스프레이 CVD  또는 
불순물확산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그리드형상 집전극(205)(그리드)을 투명도전층(204)위에 형성
하여 전류를 효율적으로 모은다. 집전극(205)에 사용된 재료의 특정예로서, 은, 금, 구리, 니켈 또는 탄
소의 미세한 분말을 바인더 중합체에 확산시킨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한다. 바인더 중합체의 
특정예로는, 폴리에스테르, 에폭시, 아크릴, 알키드, 폴리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우세탄 및 페놀 등의 수
지를 들 수 있고, 상기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코팅법으로 집전극을 형성한다. 이 방법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마스크패턴을 사용하는 스퍼터링, 저항가열, CVD, 전체면에 금속막을 증착시키고, 불필요
한 부분을 에칭으로 제거하는 패턴형성법, 포토-CVD로 그리드전극패턴을 직접 형성하는 방법, 및 그리드
전극패턴은 네가티브패턴의 마스크를 형성한 후에 플레이팅하는 방법에 의해 집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

도전성기판과 기전력을 발생하는 집전극에 출력단자(206)를 실장한다. 출력단자는 구리탭 등의 금속체를 
스폿용접, 땜납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도전성기판에 실장하며, 집전극위의 출력단자는 도전성 접착제 
또는 땜납(207)을 사용하여 금속체를 전기접속하는 방법으로 실장한다. 출력단자를 집전극(205)에 설치할
때, 출력단자, 도전성 기판 및 반도체층 사이의 접촉에 기인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체(208)를 형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성을 가지는 광전지소자(태양전지)는 소정 전압 또는 전류에 따라 직렬 또
는 병렬 접속한다. 상기 구성을 가지는 복수의 광전지소자는 절연기판에 일체화되어 소정 전압 또는 전류
를 얻는다.

배면절연층

도전성기판을 지닌 광전지소자(태양전지)의 경우, 태양전지모듈의 외부로부터 도전성기판을 완전히 절연
하기 위해 배면절연층(106)을 형성한다. 배면절연층(106)은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또는 폴리
스티렌의 막으로 형성된다.

이하, 본 발명은 실시예와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본 실시예에서, 제1도에 도시한 구조에 태양전지모듈을 제작한다.

먼저,  배면절연층부재(401),  배면측  필러재부재(402),  광전지소자(태양전지)(403),  정면측 필러재부재
(404), 경질수지층부재(405), 접착층부재(406) 및 최외층부재(407)를 제작한다. 이들 부재(401)∼(407)를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적층하여 본 발명의 태양전지모듈을 제조한다.

배면절연층부재(401)로서, 나일론(상품명 : DARTEK, 두께 75μm, Du Pont Company 제조)을 사용한다.

각각의 필러재층부재(402), (404) 및 접착층부재(406)를 다음과 같이 제조한다.

즉, EVA(상품명 : EVAFLEX 150, Mitsui/Du Pont Poly Chemical Company 제조) 100중량부, 가교제(상품명 
:  LUPERSOL,  produced  Company  제조)  1.5중량부,  UV흡수제(상품명  :  Cyasorb  531,  Cyanamid  Company 
제조) 0.3중량부, 산화방지제(상품명 : Nowguard P, Uniroyal Company 제조) 0.2중량부, 광안정제(상품명 
: chinubin 770, chibaguigy company 제조)0.1중량부를 혼합하고, 얻어진 혼합물을 T다이를 지닌 압출기
로 압출하여, 각 부재를 막형태로 제조했다. 이렇게 제조된 접착층부재(406)로서 막두께는 100μm이었다. 
각각의 필러재층부재(402), (406)로서의 막두께는 150μm이었다.

제2도에 나타낸 구성을 지닌 광전지소자(403)는 다음과 같이 제작했다. 즉, 우선 미리 세정한 스트립형상
의 스테인리스스틸기판(201)을 준비했다. 기판위에, 배면반사층(202)으로서 Al층(두께 : 5000Å) 및 ZnO
층(두께 : 5000Å)을 스피터링으로 순차형성했다. 다음, n층(막두께 150Å)/i층(막두께 4000Å)/P층(막두
께 100Å)/n층(막두께 100Å)/i층(막두께 800Å)/p층(막두께 100Å)의 구조를 가지는 탠덤형 a-Si광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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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반도체층(203)을 플라즈마 CVD로 제조했다. 이 경우, n형 a-Si층은 SiH4, PH3 및 H2의 혼합가스를 사용

하여 형성되었고, i형 a-Si층은 SiH4 , H2의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형성되었고, p형 미세결정 μc-Si층은 

SiH4, BF3 및 H2의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형성되었다. 다음, 투명도전층(204)으로서 In2O3 박막(두께 : 700

Å)은 In은 O2분위기하에 저항가열로 증착하는 방법으로 형성되었다. 얻어진 샘플을 복수의 소자로 절단했

다(크기 : 30cm×15cm).  복수의 소자중, 2개를 선택해서, 각각 은페이스트(상품명 No.  #5007,  Du  Pont 
Company 제조)를 사용하여 스크린인쇄에 의해 그리드집전극(205)을 형성하여 태양전지소자를 얻는다. 2개
의 태양전지소자편을 구리탭(두께 : 50μm)에 의해 은페이스트(상품명 No. #220, Kesuru Company 제조)를 
사용하여 결합해서 서로 직렬 접속시켰다. 또한, 구리탭(두께 : 50μm)과 은페이스트(상품명 No. #220, 
Kesuru Company 제조)를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스틸기판으로부터 출력단자를 실장했다. 다음, 제2도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철연체(208)로서 소자위에 폴리아미드수지(상품명 : Kapton 막, 두께 50μm, 3M Company 제
조)를 형성하여 다른 출력단자를 연결했다. 따라서, 광전지소자(403)가 제조된다.

경질수지층부재(405)로서, 폴리카보네이트막(상품명 : IUPILON, 두께 : 100μm, 경도 : 쇼어경도 D로 82, 
Mitsubishi Gas Chemical Company 제조)을 제조했다. 필러재와 접착층을 가지는 폴리카보네이트막의 결합
면을 코로나방전처리했다.

최외층수지부재(407)로서, 플루오르수지막으로서 ETFE(상품명 : AFLEX, 두께 50μm, Asahi Glass Company 
제조)을 제조하며, 접착층을 가지는 ETFE막의 결합면을 코로나 처리했다.

열원을 가지는 알루미늄판(두께 20mm)위에, 배면절연층부재(401), 배면측 필러재층부재(402), 광전지소자
(403), 정면측 필러재부재(404), 경질수지층부재(405), 접착층부재(406) 및 최외층부재(407)를 이 순서대
로 적층하여 적층체를 얻었다. 내열실리콘고무제시트(두께 3mm)를 적층체 위에 놓는다. 계속해서, 적층체 
내부를 진공펌프로 10mmHg의 진공에서 증착했다. 이 경우, 밀봉제로서 0링을 사용한다. 충분히 증착시킨 
후, 적층체를 실온에서 150℃로 가열하여 150℃에서 20분간 유지하여 태양전지모듈을 얻었다. 이 방법으
로 복수의 태양전지모듈을 얻는다.

얻어진 태양전지모듈을 다음 공정에 따라 평가했다.

스크래치 테스트

이 테스트는 태양전지모듈의 표면코팅재가 외부에서 인가된 스크래치에 대해 보호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행했다. 이 테스트에서, 태양전지모듈의 표면을 따라 스틸제 블레이드(302)를 화살표 D방
향으로 152.4mm/sec의 속도로 41b의 하중(F)을 인가하면서 이동시켰다. 테스트의 평가는 스크래치 테스트
후 다음 방법으로 고압절연파괴테스트를 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누설전류가 50μA이하인 태양전지모듈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 스크래치 테스트를 태양전지모듈의 가장 높은 위치에 위취한 
접속부재로서 탭의 상면 및 외면에서 행해졌다. 고압절연파괴테스트에 대해 이하 설명한다. 스크래치 테
스트후의 태양전지모듈의 음극, 양극을 단락시킨다. 얻어진 샘플을 전기전도성이 3500ohm·cm인 용액(표
면활성제로서 Triton X-100(상품명)0.1wt%를 함유)에 침지시켰다. 이때, 샘플의 출력단자는 용액에 침지
하지 않으면서 스크래치부를 침지시켰다.

전원의 음극을 용액에 담그고, 전원의 양극은 샘플의 출력단자에 접속했다. 전압 2000V를 인가한 상태에
서 평가를 행하고, 평가결과를 표 1에 다음 기준에 따라 나타내었다. 즉, ○은 0.5μA이하의 전류만이 흐
르도록 허용된 경우를, X는 0.5μA이상의 전류가 흐르도록 허용된 경우를 나타낸다.

헤일충돌 테스트

본 테스트는 외압에 대한 태양전지모듈 내부의 보호능력의 존재 또는 부재를 시험하기 위해 행한다. 이 
테스트는 다음 공정에 따라 행해졌다. 즉, 각각 1인치의 직경을 가지는 아이스볼 10개를 기계적 강도가 
약한 태양전지모듈의 각 부분(광전지소자 중앙부, 모듈의 코너, 에지, 광전지소자의 접속부)과 23.2m/sec
의 속도로 충돌시킨다. 이렇게 테스트한 태양전지모듈을 분리 및 균열의 유무, 광전변환효율로 평가했다. 
분리 및 균열 유무에 대한 평가는 시각적으로 행해졌다. 광전환효율에 대한 평가는 헤일충돌 테스트를 측
정한 전과 후에 광전변환효율과 이들 사이의 변화비를 시험하는 방법으로 행해졌다. 평가결과를 다음 기
준에 따라 표 1에 나타내었다. 즉, ◎는 분리 및 균열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변화비가 5%이하인 경우를, 
○는 분리 및 균열이 약간 관측되나 변화비는 5%이하인 경우를, X는 분리 및 균열이 자주 관측되고 변화
비가 5%이상인 경우를 나타낸다.

고온/고습에서의 접착력

태양전지모듈을 85℃/85%(상대습도)상태하에 100시간 저장하고, 코팅재단부에서의 태양전지모듈의 접착강
도를 85℃/85%(상대습도)상태에서 크로스형분리법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를 다음 기준에 따
라  표  1에  나타내었다.  즉,  ◎는  접착강도가  우수한  경우를,  ○는  접착강도가  실제  사용에  충분한 
경우를, X는 접착강도가 불충분한 경우를 나타낸다.

내후성

태양전지모듈을 가속내후성 테스트했다. 상세하게는 태양전지모듈을 선샤인웨더미터에 설치하여 5000시간
동안 광조사 및 강우 사이클에 의해 외관변화 및 광전변환효율을 평가했다. 외관변화는 시각적으로 평가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기준에 따라 표 1에 나타내었다. 즉, ◎는 외관변화가 전혀 관측되지 않는 경우를, 
○는 외관변화는 약간 관측되나 실제 사용에는 충분한 경우를, X는 분리, 균열 및 변색이 관측되어, 외관
이 실제 사용에 불충분한 경우를 나타낸다.

광전변환효율은 테스트후의 태양전지모듈의 광전변환효율을 측정하고, 측정값을 테스트전의 광전변환효율
(이것을 1로 취했음)과 비교하여 상대값을 얻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표 1에 나타낸 값은 상대값
이며, 또한, 무정형 실리콘의 광전지소자 자체의 열화는 생략되어 있다.

온도변화에 대한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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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모듈은  50회  테스트(-40℃/1시간,  85℃/1시간)하고,  태양전지모듈의  외관을  시각적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를 다음 기준에 따라 표 1에 나타내었다. 즉, ◎는 외관변화가 전혀 관측되지 않는 경
우를, ○는 외관변화가 약간 관측되나 실제 사용에는 충분한 경우를, X는 신뢰성을 크게 방해할 정도로 
분리, 균열 및 변색이 관측되어 외관이 불충분한 경우를 나타낸다.

[실시예 2]

경질수지층부재(405)로 사용된 수지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막(상품명 : LUMIRROR 두께 ; 50μm, 경
도 : 쇼어경도 D로 90, TORAY INDUSTRIES 제조)으로 대체하는 이외에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공정으로 복수
의 태양전지모듈을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태양전지모듈을 실시예 1과 동일공정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3]

경질수지층부재(405)로 사용된 수지를 폴리아릴레이트막(상품명 : EMBLATE, 두께 ; 100μm, 경도 : 쇼어
경도 D로 77, UNITIKA 제조)으로 대체하는 이외에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공정으로 복수의 태양전지모듈을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태양전지모듈을 실시예 1과 동일공정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4]

접착층부재(406)로 사용된 수지를 부티랄수지로 대체하는 이외에 실시예 1과 동일공정으로 복수의 태양전
지모듈을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태양전지모듈을 실시예 1과 동일공정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5]

접착층부재(406)로 사용된 수지를 메틸부틸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 대체하는 이외에 실시예 1과 동일
공정으로 복수의 태양전지모듈을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태양전지모듈을 실시예 1과 동일공정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1]

먼저,  배면절연층부재(501),  배면측  필러재부재(502),  광전지소자(태양전지)(503),  정면측 필러재부재
(504) 및 최외층부재(505)를 제조하고, 실시예 1과 동일 공정으로 제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들 부재를 
적층시킨다.

배면절연층부재(501), 배면측 필러재부재(502), 광전지소자(태양전지)(503) 및 최외층부재(505)를 실시예 
1과 동일하게 만든다. 정면측 필러재부재(504)는 실시예 1과 동일공정으로 제조하나, 두께는 350μm로 변
화시킨다. 이렇게 하여 복수의 태양전지를 얻는다.

얻어진 태양전지모듈을 실시예 1과 동일공정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2]

최외층부재(505)의 두께를 100μm로 변화시키는 이외는, 비교예 1과 동일방법으로 복수의 태양전지모듈을 
얻는다.

얻어진 태양전지모듈을 실시예 1과 동일공정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3]

먼저,  배면절연층부재(601),  배면측  필러재부재(602),  광전지소자(태양전지)(603),  유리섬유 보강부재
(604),  정면측 필러재부재(605),  유리섬유 보강부재(606)  및 최외층부재(607)를 제조하고, 이들 부재를 
실시예 1과 동일공정으로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적층시켜 태양전지모듈을 제조한다.

배면절연층부재(601), 배면측 필러재부재(602), 광전지소자(태양전지)(603) 및 최외층부재(607)를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제조하고, 정면측 필러재부재(604)는 실시예 1과 동일공정으로 제조하나, 두께는 350μm로 
변경한다.  각각의 유리섬유 보강부재(604),  (606)로서 유리섬유 부직포(상품명 :  Crane  Glass  Company 
230, Crane Glass Company 제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여 복수의 태양전지를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태양전지모듈을 실시예 1과 동일공정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태양전지모듈에 있어서, 어떠한 외력이 인가되더라도, 광전지소
자는 안정하며, 표면코팅재는 어떠한 분리도 없이 내후성, 내열성 및 내습성이 우수하고, 장시간의 외부
사용시에도 광전지소자가 열화되는 것이 방지되어 소망의 광전변환효율이 달성된다.

특히, 본 발명의 태양전지모듈은, 필러재로 봉입된 광전지소자(태양전지)와, 광전지소자의 수광면측 위에 
배치된 3층구조를 가지는 코팅재로 이루어지며, 상기 코팅재는 쇼어경도 D로 50이상의 경도를 가지는 경
질수지층, 상기 경질수지층을 열화시키는 파장을 지닌 자오선을 흡수하고 광전지소자의 전력발생에 필요
한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기능과 또한 층접착기능을 가지는 접착층 및, 내후성에 우수한 최외층(수지자체
는 열, 빛, 습기에 대해 안정)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경질수지층, 접착층 및 최외층이 이 순서대로 적층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태양전지모듈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달성한다. (1) 광전지소자에 외압이 
인가되는 것을 방지하여 태양전지를 보호한다. (2) 태양전지모듈에 필요한 내후성, 내열성, 내습성 및 내
스크래치성을 만족시킨다. (3) 광전지소자(태양전지)와의 접착을 보장한다. (4) 최소한의 수분침투에 기
인한 광전지소자(태양전지)의 열악화를 억제한다. (5) 장시간 광전지소자의 소망의 변환효율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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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변환부재로서 적어도 한 개의 광활성 반도체층을 가지고 또한 필러재에 의해 봉입된 광전지소자로 이루
어진 태양전지모듈에 있어서,

3개의 층으로 된 코팅재는, 75내지 125μm의 두께를 가지고 또한 쇼어경도(D)가 적어도 50의 경도를 가진 
수지로 이루어진 경질수지층과 자외선흡수제와 일체화된 열가소성수지로 이루어진 접착층과, 적어도 50℃
의 물의 접착각도를 가지는 수지로 이루어진 최외층이, 이 순서로 상기 광전지소자의 수광면측의 필러재
의 상부에 적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양전지모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경질수지층의 수지성분은 폴리카보네이트수지와 폴리에스테르수지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양전지모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접착층은, 400nm이상의 파장을 가진 광에 대해서 적어도 90%인 전체광투과율을 가지고, 
380nm의 파장을 가진 광에 대해서 적어도 50%인 전체광투과율을 가지고, 350nm이하의 파장을 가진 광에 
대해서 10%이하인 전체광투과율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양전지모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접착층의  열가소성수지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공중합체(EVA),  폴리비닐부티랄(PVB), 
실리콘수지 및 아크릴수지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양전지모듈.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최외층은 적어도 70℃의 물의 접촉각도를 가지는 수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양전지모듈.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최외층은 플루오르수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양전지모듈.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광활성 반도체층은 무정형 반도체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양 전지모듈.

청구항 8 

제11항에 있어서, 무정형 반도체막은 무정형 실리콘재료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양전지모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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