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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직렬 및 병렬접속된 모놀리식 광전지 모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선행기술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종래의 광전지 모듈의 부분 개략 사시도.

제2도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광전지 모듈의 부분 개략 사시도.

제2(a)도  내지  제2(g)도는  레이저-패턴된  후면전극을  구비하는  광전지  모듈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의 
과정을 묘사하는 개략 단면도.

제3도는  기판상에  배치되고  스크라이브된  전면도전층을  가지는  기판  및  이  도전층상에  배치된 접속
스트립을 나타내는 2개가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구성된 광전지 서브모듈의 개략 평면도.

제3(a)도 내지 제3(f)도는 제3도의 광전지 서브모듈의 개략단면도 및 개략부분 사시도.

제4도는  기판상에  배치되고  스크라이브된  전면  도전성층,  접속스트립과,  도전성  기판상에  배치된 접
속버스를  가지는  기판을  표시하는  2개의  서브모듈이  병렬로  접속되어  하나로  구성되고  일부분만이 
제조된 광전지 병렬모듈의 평면도.

제5도는  그  위에  배치되고,  스크라이브된  전면  도전성층을  갖는  기판과,  전면  도전성층상에  배치된 
접속스트립을 나타내는 4개가 분리되고 일부분만이 제조된 광전지 서브모듈의 평면도.

제6도는  그  위에  배치되고  스크라이브된  전면  도전성층을  갖는  기판과,  접속스트립과  전면  도전층 
상에  배치된  접속버스를  표시하는  각각은  2개의  서브모듈이  병렬접속되어  구성되는  2개  부분으로 구
성되고 일부분만이 제조된 광전지 병렬모듈의 평면도.

제7도는 전면 도전성층상에 접속 스트립과 버스바 수단을 증착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제8도는 제7도의 방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의 블록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광전지 모듈                                      12 : 광전지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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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기판                                                 16 : 태양복사선

l8 : 전면 전극                                           20 : 광전지 소자(element)

22 : 후면 전극                                          24 : 제l홈

26 : 제2홈                                                28 : 제3홈 

110 : 광전지 모듈                                     112 : 광전지 셀 

114 : 기판                                                116 : 태양복사선(radiation)

118 : 전면전극편(frontelectrode segment)  

120 : 광전지 소자(photovoltaic element)

112 : 후면 전극                                         124 : 제1홈

126 : 제2홈                                              128 : 제3홈

130 : 비반응부위                                      132 : 연속막

301 : 절연 스크라이브(scribe)                  304, 304', 304'' : 서브모듈

306 : 접속 스트립(strip)                           308 : 솔더패드(solder pad)

310 : 제1버스(bus)수단                            311 : 절단선

314 : 단 모듈(single module)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광전지  셀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상호연결된  모놀리식(monolithic)  광전지 모
듈을 형성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박막  반도체  기술분야에서  주지된  바와  같이,  태양복사선(radiation)을  유용한  전기에너지로 변환시
키는  광전지  셀은,  예를들어  미국특허  제4,064,521호에  개시된  무정형(amorphous)  실리콘  PIN구조와 
같은, 소정의 반도체 구조를 양 전극 사이에 끼우 넣음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전형적인 상기 전극의 하나는 태양 복사선이 반도체 재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투명하다.

이러한  "전면"전극(또는  접촉층)은,  주석  산화물과  같은,  투명  도전성  산화물질의  박막(즉,  두께 10
μ m이하)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통상적으로  유리  또는  플레스틱으로  된  투명지지기판과  광전지 반
도체 물질사이에 형성된다.

"전면"전극(또는  접촉층)은,  상기  전면전극에  대향하는  반도체  물질의  표면상에  형성된  일반적으로 
예를들어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의 박막으로 이루어진다.

대안으로서, 후면전극의 주석 산화물과 같은 투명물질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싱글(single)  광전지  셀의  양  전극사이에  생성된  전압은  대부분의  사용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  광전지  반도체  장치로부터  유용한  전압레벨을  얻기  위해서는  광전지  셀은  여기서  광전지 "
모듈"로  호칭하여지는  배열내에서  전기적으로  직렬접속되어야  한다.  전형적인  직렬접속  광전지  셀의 
배열이 제l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1도에  투명기판(14)상에  형성되어서  기판(14)를  통과하는  태양  복사선(16)를  받게되는  직렬 접속
된 복수의 광전지 셀(12)를 포함하는 광전지 모듈(10)이 도시되어 있다.

개별  광전지  셀(12)은,  투명한  도전성  산화물인  전면전극(18)과,  예를들어  수소와  결합된  무정형 실
리콘과  같은  반도체  물질로  이루어진  광전지  소자(20)와,  주석  산화물과  같은  투명물질이나,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의 후면전극(22)과를 포함한다.

광전지소자(20)는,  예를들어  PIN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인접하는  전면전극(18)들은  제1홈(24)에 의
해분리되어  있고,  상기  홈(24)은  광전지  소자(20)인  반도체물질로  체워져  있다.  제1홈(24)내의 절연
성 반도체 물질은 인접하는 전면전극(18)들을 전기 절연시킨다.

인접하는  광전지소자(20)들은  제2홈(26)에  의해  분리되고,  상기  홈(26)은  하나의  셀의  전면전극과 
인접하는 셀의 후면전극간을 직렬접속시키기 위해 후면전극(22)의 금속으로 채워진다.

인접하는  후면전극(22)들은  제3홈(28)에  의해  서로  전기  절연된다.  제1도의  박막  광전지  모듈은 전
형적으로 증착과 패턴닝 방법에 의해 제조된다.

기판상에  반도체  물질을  증착하기에  적합한  기술의  일례로는,  예를들어  미국특허  제4,064,521호에 
설명된 바와같은 실란내에서의 글로우 방전(glow discharge)이 있다.

인접하는  광전지  셀을  분리하는  홈을  형성하는  데는,  레지스트  마스크(resist  mask)에  의한 실크스
크린,  양  또는  음  포토레지스트에  의한  에칭(etching),  기계적  스크라이빙(scribing), 방전스크리이
빙 및 레이저스크라이빙을 포함하는 여러가지의 패턴기술이 공지되어 있다.

레이저스크라이빙  및  실크스크린  방법은  무정형  실리콘  광전지  모듈을  포함한  박막  반도체  장치를 
실제적으로 저렴하고, 대량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두되었다.

레이저스크라이빙은  실크스크린보다  부수적인  잇점을  구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크스크린에  의한 
전형적인  홈의  폭이  약 380∼500μ m임에  비하여, 25μ m이하의  폭의  분리홈을  형성함으로써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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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셀 장치내의 인접하는 셀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이저스크라이빙으로  제조된  광전지  모듈은  전기를  생성하는  표면부위의  비율이  높고, 따라
서 실크스크린에 의한 모듈보다 효율이 높다.

광전지 모듈의 층의 레이저 스크라이빙 방법은 미국특허 제4,292,092호에 개시되어 있다.

제1도를  참조하면,  레이저스크라이빙을  사용하여  멀티셀  광전지  모듈을  제조하는  방법은 투명기판
(14)상에  투명한  도전성  산화물의  연속되는  박막을  증착하고,  상기  투명  도전성  산화물막을 전면전
극(18)들로부터  분리하도록  제1홈(24)을  스크라이브하며,  다시  이어  전면전극(18)의  상면과 제1홈
(24)내에 반도체 물질의 연속막을 만들며, 상기 반도체 물질을 개별 광전지 소자(20)(또는 편
(segments))로  분리하여  제2홈의  바닥에서  전면전극(18)  부위를  노출하도록  제1홈(24)에  평행하고 
인접하는  제2홈(26)을  스크라이빙하며,  광전지  소자(20)상  및  제2홈(26)내에  금속의  연속박막을 형
성하여  상기  금속이  전면전극(l8)과  전기접속을  형성하며,  그리고  이어서  인접하는 후면전극(22)들
을  분리하고  전기  절연하기  위해  제2홈(26)에  평행하고  인접하는  제3홈(28)들을  스크라이빙하는 것
을 포함한다.

종래기술의  광전지  모듈의  분명한  단점은  어떤  소망의  출력전압을  생성하게  탄력성을  구비하는  대형 
광전지 모듈에 이제까지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형  광전지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1피이트(foot)  제곱  이상의  모듈을  의미하고,  "작은 출력전
압"이라고 하는 것은 12∼15V이하를 의미한다.

광전지  모듈의  출력전압은  직렬로  접속된  광전지  모듈의  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공
지된  사실이다.  즉,  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도  증가한다.  대형  광전지  모듈에  있어서, 출력전
압을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는  셀의  크기,  구체적으로는  폭을  증가시키는  반면  모듈내의 개
별셀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듈은  티너(Tanner,  et  al.  )의  미국특허  제4,542,255호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터너에 의해 개시된 시도의 단점은 셀의 폭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셀의 필펙터(fill 
factor)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  즉  셀의  출력전압이 감소
한다.

본  발명은,  셀의 출력전력을 최대화 하기 위해 각각의 셀의 최적의 폭을 생성하는 대형의 광전지 모
델과 이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광전지  모듈을  자동차  선루프에  일체화시키는  것과  같은  몇몇  응용의  경우,  빛이  광전지 모듈
을  통과하는  투과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전면  또는  후면  접촉층(또는  전극)를 투명
하게 만듬으로써 어느정도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투명한  접촉층은,  예를들어  주석산화물로  만들  수가  있다.  또한  광전지  모듈의  투과율은, 모
듈내의  각  셀의  폭을  줄이어서  광전지  모듈내의  스크라이브  라인의  수의  증가로  빛의  투과율을 증가
시킴으로써 증가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같이,  셀폭의  감소는  직렬접속된  광전지  모듈  전체  전압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고전압은 몇몇 응용에서는 필요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다른  의도는  광전지  모듈의  출력전압을  소정레벨로  유지하면서  작아진  폭의  개별  셀을 갖
는 광전지 모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길고 좁은 밴드의 도전성 패턴을 증착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터너에게 허
여된  특허와  같은,  종래의  기술방법에서는  이러한  도전성  패턴은  실크스크린  방법에  의해 증착되어
졌다.

그러나,  실크스크린  방법은  도전성  패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도전액의  낭비가  심하고,  자동화가 
용이하지 않았고, 재생성이 빈약하였다. 더우기, 형성된 패턴의 두께를 제어하는 것도 어려웠다.

본  발명은  사용된  도전액의  낭비가  없고,  재생성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컴퓨터  제어가  용이하며, 쉽
게  제어되어질  수  있는  두께를  가진  패턴을  생성하는,  세장의  도전성  패턴을  증착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들은  후술되며,  그  설명내용으로부터  분명해지고  본  발명의  실시예로부터  알수 
있을것이다. 본 발명의 잇점은 후술하는 청구범위에서 특히 지적된 방법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

종래  기술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명의  목적에  따라,  여기서  구체화하고  광범위하게  서술되는 
바와같이,  본  발명의  박막  반도체  장치는  기판과,  제1스크라이브  라인에  의해  분리된  복수의 전극편
을  포함하고  기판상에  배치되는  전면  접촉층과  서브모듈을  형성하는  복수의  상기  전주편과  모듈을 
형성하는 하나 이상의 상기 서브모듈과를 구비하고 있다.

제1버스  수단은  서브모듈을  병렬로  접속하기  위해  설치된다.  반도체  물질의  박막은  전면  접촉층 상
에  증착되며,  후면  접촉층은  반도체물질의  박막상에  증착된다.  후면  접촉층은  제1스크라이브라인에 
대응하는 한편 인접하는 제2스코라이브라인을 따라 스크라이브 된다.

상호 접속수단이 전면 접촉층과 후면 접촉층의 인접부들을 상호 접속하기 위해 설치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좁고  긴  밴드의  고체상의  도전패턴을  반도체  기판  위에  증착시키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도전금속  또는  유기금속성분을  포함하는  도전액을  기판상의  좁고  긴  밴드패턴에 증착시
키고,  증착된 액을 실질적으로 도전액에 의해 형성된 것과 같은 동일의 패턴 기판상에 좁고 긴 밴드

19-3

특1994-0006714



의 고체상 도전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증착된 도전액을 고형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길고 좁은 밴드의 도전패턴을 반도체 기판 위에 증착시키기 위해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반도체  상의  좁은  밴드패턴에  도전금속  또는  유기금속성분과  캐리어액을  포함하는 도전
액을  증착시키는  것과  실질적으로  기판상에  증착된  도전성  액으로부터  캐리어액을  제거하여  상기 기
판상에 도전금속 또는 유기금속 성분의 고형화된 비교적 부동성의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들의 예는 첨부도면에 도시되어 있다.

제2도는  멀티셀의  광전지  서브모듈에  대한  개략의  대부사시도로서  참조번호  110으로  총칭되어  있다. 
접속스트립이나  접속버스는  서브모듈의  내부만을  나타낸  것이어서  표시되어  있지  않는다.  광전지 서
브모듈(110)은  평편하고  모노리틱의  바람직하기로는  유리된  투명기판(114)상에  형성되어  있는 복수
의 직렬접속 광전지셀(l12)로 구성되어 있다.

작동시에  있어서,  광전지  모듈(110)은,  기판(114)  바람직하게는  유리로  형성된  기판(114)를 통과하
는  태양복사선과  반응하여  전기를  발생시킨다.  각  광전지  셀(112)은  투명도전성  산화물의 전면전극
편(segment)  (118)과,  예를들어  수소화된  무정형의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  물질로  이루어진  광전지 
소자(120)와,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또는  주석산화물과  같은  도전성  물질로  된  후면전극(122)과를 
포함한다.

인접하는  전면전극편(118)들은  제1홈(124)들에  의해  분리되고,  상기  홈(124)은  광전지  소자(120)의 
반도체  물질로  채워진다.  인접하는  광전지  소자(120)들은  제2홈(126)들과  제3홈(128)들에  의해 분리
된다.  반도체  물질의  비반응부위(130)는  제2홈(126)과  제3홈(128)사이에  위치된다.  상기 부위(130)
는  태양  복사선(116)을  전기로  바꾸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반응이다.  제2홈(126)은 하
나의  셀의  전면  전극과  인접하는  셀의  후면전극간에  직렬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후면전극(122)의 물
질로  채워진다.  갭(gap)(129)은,  제3홈(128)의  상부에  위치하는  인접하는  후면전극(122)들을 분리하
여 전기적으로 절연시킨다.

이어, 광전지 모듈(11)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2(a)도 내지 제2(g)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라,  투명도전성  산화물의  연속막(132),  바람직하게는  불소가  화합된  주석산화물이 제
2(a)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투명기판(114)상에 제조되어 있다.

도전성  산화물의  막(132)은  이  기술분야에서  주지된  방식으로  예를들어  화학증착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투명도전성 산화물 막(132)의 두께는 광전지 모듈의 요구되는 적용분야에 따라 변화된다.

그후  도전성  산화물  막(132)은  예정된  제1패턴라인을  따라  도전성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로
서  스크라이브되고  바람직하게는  평행한  제1홈(124)들을  형성하여,  이들  홈(124)은,  제2(b)도에 도
시된 바와같이, 막(132)을 평행한 복수의 전면 전극(118)들로 분할한다.

미국특허  제4,292,092호에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적절한  레이저스크라이빙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스크라이빙은  기판에  대해  레이저  빔을  이동하거나  레이저빔에  대하여  이동가능한  X-Y 테이블
상에  기판을  장착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스크라이빙은,  바람직하게는  앞에서부터(기판(114)을 통
해)  행해지나  또한  뒤에서부터(산화물  막(132)상에서  직접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제1홈(124)은 
바람직하게는 그 폭이 약 25μm이다.

최종적으로  제2(g)도는  파편(140)이  제거된  후에  서브모듈(110)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제2(g)도
는 제2도의 부분사시도에 상응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의  단지  전면접촉층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평면도가  본  발명에 
따라  도시되어  있다.  제2도  내지  제2(g)도에  도시된  부분도와는  달리,  제3도는  부분적으로  구성된 
상태상의  예를들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접속스트립을  따라  기판(l14)상에  배치되고  스크라이브된 
전면접촉층(132)만을 가지는 서브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전면접촉층(132)은  제1홈(l24)에  의해  분리되는  여러개의  전면전극편(118)을  가지고  있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전면전극편(118)은  서로  병렬로  배열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개의  광전지  셀은 
서로  직렬로  접속되어  서브모듈을  형성하며,  2개  또는  그  이상의  서브모듈이  서로  병렬로  접속되어 
병렬모듈을  형성한다.  그러나,  제3도에  도시되어  있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두개의 서브모듈
(304,  304')이  하나의  모노리틱  기판상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이들  서브모듈(304,  304')은  서로 
접속되어  있지  않는다.  그래서,  2개가  동일면적으로  되어  있고,  각  모듈을  구비하는  다만  하나의 서
브모듈만이  있게  된다.  절연  스크라이브(301)  (제3도에서  점선의  외각선으로  표시)는  각 서브모듈
(304,  304')를  포위하여  각  모듈을  분할하도록  설치되어  각  서브모듈의  전면전극편(118)이  서로 회
로적으로  쇼트되지  않게  된다.  2개의  서브모듈(304,  304',)은  절단선(311)  (제3도에서  파선으로 표
시)에 따라 상기 각 서브모듈을 절단함으로써 분리될 수 있다.

종래  기술에서  공지된  바와같이,  광전지모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브모듈을  구성하는  직렬접속 광
전지셀의  각  그룹의  단부에서  접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있어서는,  그러한  접속은  단부 
접속스트립(306)에  의하여  제공된다.  접속스트립(306)은  필요하다면  솔더패드(308)를  포함하여도 좋
으며,  예를들어,서브모듈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어질  전기장치(도시안됨)로  서브모듈을  접속할  수 있
도록 이 패드에는 와이어가 솔더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다.

제3도의  2개의  분리서브모듈(304,  304')은  병렬로  접속되어  있지  않으며  접속버스도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나,  접속버스는  다음의  제4도  및  제6도에  표시하게  될  것이다.  제3도의 접속스트
립(306)과  솔더패드(308)는  보다  더  상세하게  제3(a)도  내지  제3(f)도의  부분단면도에  표시되어 있
다.  접속스트립,  솔더패드  및  접속버스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공정은  제7도  및  제8도를  참조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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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후술한다.

제3(a)도는  제3도의  라인  3(a)-3(a)에  따라  절취한  일부분만이  제조된  광전지  서브모듈의 개략단면
도로서,  접속스트림(306)이  도전패턴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도전패턴은  제1홈(124)를  통하여 전면
전극편(118)으로  분할되는  전면  접촉층  상에  배치되어  있다.  제3도의  절연스크라이브(301)  위치가, 
절연  스크라이브  제조단계는  제조공정의  나중단계에서  행하였지만,  제3(a)도에도  역시  도시되어 있
다.

제3(b)는  패드(308)의  실시예를  도시하기  위하여  라인  3(b)-3(b)에  따라  절취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
3의 일부분만이 구성된 기판과 동일 유사한 개략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3(b)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솔더패드(308)는  접속스트립(306)의  보다  더  넓은  부분으로 구성
될수도 있다.

제3(c)도는  제3(a)의  동일부분의  단면도로서,  완성된  광전지  서브모듈을  나타내고  있다.  제3(c)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접속스트립(306)은 전면전극편(118)상에 배치된 도전패턴으로서 나타내고 있다.

광전지소자(120)의  반도체  박막재료가  접속스트립(306)을  덮도록  표시되어  있고,  후면전극편(122)도 
역시,마찬가지이다.

제3(d)도는  광전지  서브모듈이  완성될때  제3도의  라인  3(b)-3(b)에  따라  절취한  제3(b)도에 상응하
는  완성된  광전지  서브모듈의  단면도이다.  제3(d)도에서  솔더패드(308)는  와이어(309)가  솔더를 통
하여 접속될 수 있도록 노출되게 도시되어 있다.

솔더패드(308)는  어느  적절한  메카니즘,  예를들면,  수작업에  의한  후면전극편(122)  및 광전지소자
(120)의  부분을  솔더패드의  정확한  위치에서  스크라이빙하거나  또는  절단함으로써  노출되게  할  수 
있다.

제3(e)도는  제3도의  서브모듈이  완성될때,  제3도의  라인  3(e)-3(e)에  따라  절취한  단면도에 상응하
는  완성된  광전지  서브모듈의  부분을  제2도에  도시된  것과  대응되게  하도록  표시한  개략사시도이다. 
제3(e)도의  사시도는  제3(a)도에  비하여  접속스트립(306)  및  절연스크라이브(301)의  보다  상세한 도
면을 나타내고있다.

최종적으로  제3(f)는  완성된  서브모듈의  제3도의  라인  3(f)-3(f)에  따라  절취된  단면에  대한 사시도
로서,  제2도에  부분적으로  도시된  광전지  서브모듈(110)에  대하여,  솔더패드(308)가  어떻게 와이어
(309)에 접속을 하게 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개의  서브모듈(304'),(304'')이 
기판상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상기  서브모듈의  각각은,  나란히  배치되어  스크라이브라인(124)에 
의해  분리된  복수의  핀(118)들을  포함한다.  이점에  있어서는  제4도의  실시예는  제3도의  실시예와 유
사하다.  그러나  본실시예에  있어서는,  제1버스(bus)  수단(310)이  서브모듈(304')과 서브모듈(30

4'')을 서로 접속하기 위해 제공된다.

제1버스  수단(310)은  충분히  길어서  상기  제1,  제2서브모듈을  서로  병렬접속으로  위치시키도록 향하
여서 있다.

즉,  예를들면  각  서브모듈(304'),  서브모듈(304'')의  포지티브(positive)쪽이  서브접속되고 네가티
브(negative)쪽이  서로  접속되어  싱글  모듈(314)를  형성한다.  이렇게  하여서  합성  모듈의 전압출력
은  두개의  구성되는  모듈의  각각의  전압출력과  같으며,  또한  상기  합성모듈의  전류출력은  두개로 구
성되는 모듈의 전류출력의 2배이다.

제5도에는,  4개의  서브모듈(304∼304''')이  하나의  기판상에  제조되고,  각  서브모듈이 스크라이브라
인(124)에  의해  분리되는  복수의  편(118)을  포함하고  있는  본  말명의  또다른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
다.

접속스트립(306)은  직렬  접속된  각  서브모듈로부터  전력출력을  위한  수집과  접속점을  제공하기 위하
여 각 서브모듈의 어느 한쪽 단부에 제공된다.

각 서브모듈은 분리되거나 절단라인(311),(311')을 따라 분리되거나 떨어지게 절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서브모듈(304∼304'")이 기
판에  배치된다.  각  서브모듈은,  나란히  배치되어  스크라이브라인(124)에  의해  분리된  복수의 편
(118)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제6도의  실시예는  제5도의  실시예와  유사하나, 제6도
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1버스  수단(310)이  서브모듈(304),(304')을  평행하게  서로  접속하여 모듈
(314)를  형성하고,  서브모듈(304'),  (304''')를  병렬로  서로  접속하여  모듈(314')을  형성하도록 제
공된다.

다음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에 따른 광전지 모듈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예시한다.

[실시예 1]

본 실시예는 2피이트(foot)×4피이트의 기판상에 2개의 분리된 서브모듈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장치는, 예를들어 제3도에 도시되어 있다.

2개의  서브모듈이  각각  28개의  편(segment)를  가지며,  하나의  기판상에  배치될  수  있는  것으로 계산
된다.  그래서,  각  편의  크기는  0.375인치×47인치(0.953cm×119.38cm)로  된다.  이러한  편의  크기로 

주어진다면,  각  편의  면적은 114cm
2
일  것이다.  LD는  부하상태의  값을  뜻하는  것으로,  각  서브모듈의 

VLD는 15V이며, ILD는 1.200암페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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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브모듈은, 예를들어 절단라인(310)을 따라 절단함으로써,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실시예 2]

본  실시예는,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서브모듈을  포함하는  하나의  모듈의  제조에  관한 것
이다.

2개의 서브모듈은 2피이트×4피이트의 기판상에 배치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각 서브모듈은 0.388인치(0.985cm)×46.50인치(118.11cm)의 크기의 28개의 편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편의  치수는 116.33cm
2
의  편면적과 3257.24cm

2
의  서브모듈  면적을  제공한다. VLD 는  15V로 계산되

었고,ILD는 1.233암페어이었다.

서브모듈은  서로  병렬로  서로  접속시키기  위해  버스(bus)를  갖춤으로써,  15V의 VLD 을  갖는  모듈이 

2.466암페어의 ILD를 가지도록 할 수 있었다.

[실시예 3]

본  실시예는,  예를들어  제5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2피이트×4피이트의  기판상에  4개의  분리된 서브
모듈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4개의  서브모듈은  상기  기판상에  배치될  수  있고,  각  서브모듈은  28개의  편을  갖는  것으로 계산되었

다.  각  편의  크기는 55.67cm
2
의  각  편의  면적과 1559cm

2
의  서브모듈  면적을  제공하도록 0.375인치

(0.953cm)×23인치(58.42cm)일 것이다.

각 서브모듈의 VLD는 15V, ILD는 590밀리 암페어로 계산되었다.

그후 각 서브모듈은 4개의 서브모듈을 서로 분리하기 위해 제5도에 도시된 바와같은 절단선
(3l1),(311')을 따라 분리될 수 있었다.

[실시예 4]

본  실시예는,  예를들어  제6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2피이트×4피이트의  기판상에  두개의  모듈의 각각
이 2개의 서브모듈을 포함하는 제조에 관한 것이다.

4개의  서브모듈은  2피이트×4피이트의  기판에  배치될  수  있고,  각  서브모듈은 0.388인치(0.985cm)×
22.5인치(57.15cm)의 크기의 28개의 편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편의  치수는 56.32cm
2
의  편면적과 1577cm

2
의  서브모듈면적을  산출한다. VLD 는  15V에서 VLD로계

산되었고, ILD는 0.597암페어로 계산되었다.

2개의  서브모듈을  병렬로  상호  접속하는  버스를  갖춤으로써  15V의 VLD 를  갖는  모듈이  1.190암페어의 

ILD를 갖게될 수 있었다.

제6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2개의  모듈(314),  (314')은  각각  병렬로  접속된  2개의  서브모듈을 포함하
고, 절단라인을 따라 분리될 수 있었다.

좁고 긴  밴드패턴을 기판상에 증착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의해 상기 제1버스 수단이 얻어
진다.  본  발명의  도전성  패턴은  접속스트립과  버스바(BUS  BARS)를  포함하는  한편  도전성  물질로 만
들어진다.

상기  도전성  패턴은  은,  구리,  니켈,  알루미늄,  금,  플라니늄,  팔라디늄  또는  이들의  혼합물과  같은 
도전성  금속  또는  유기금속  성분을  포함하는  도전액을  기판상에  증착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또한 바
람직하게는,  상기  도전액은  도전금속  또는  유기금속성분의  투과에  도움이  되는  캐리어액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도전액은  소망의  패턴으로  증착하기  위한  비교적  균질한  한편  적당한  점도의 도전액
을 제공해야 한다.

상기  점도는  조절하기  어렵거나  여러성분으로  분리될  만큼  액체와  유사한  액을  제공할  정도로 낮으
면 안되며, 또한 증착장치를 메우거나 편평하게 패턴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서는 안된다.

바람직하게는,  극단이  아닌  상태에서  상기  캐리어액은  상기  도전액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고  도전성 
재료또는 기판의 열화들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이면 좋다.

상기 캐리어액은 짧은 시간동안 적당한 열을 도전액에 가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도전액은  바람직하게  기판에  향상된  기계적  강도와  접착성을  갖는  도전성  물질을 형성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리 플리트(frit)를 포함한다.

유리플리트가  사용될때,  기판상에  증착  후,  유리플리트를  소결하기  위해  일정시간  도전액을 가열하
여 소망의 성질을 갖는 도전성 물질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단계에  필요한  온도와  시간은  상기  플리트를  포함하는  도전액의  특성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
으나 일반적으로 약 500℃에서 약 700℃의 범위이다.

미국  펜실버니아  엘버슨의  메테크(Metech)희사에  의해  제조된  메테크  3211는  이러한  형식의  공정에 
적합한  도전액으로서  은입자와  굳어진  유리플리트와  용매를  포함하는  페이스트(paste)이다.  이 물질

은 스퀘어(square)당 2.0m  이하의 저항율과 4∼8kcps의 접도를 갖는 중량 65%인 은(A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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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있어,  제7도의  흐름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도전성  주석산화물(CTO)은  전면 
접촉층(132)을 형성하기 위해, 유리와 같은, 기판상에 증착된다(스텝 400).

다음에, 도전성 물질, 바람직하게 은(Ag)이, 상기 CTO층(132)상에 증착된다(스텝 402).

바람직하게는,  상술한  바와같은,  메테크  3221M의  도전성  물질은  725D밸브를  갖는  일렉트로닉  퓨전 
디바이스  회사(Electronic  Fusion  Devices)에  의해  제조된  분배장치에  의해  분배되고, 아심테크
(Asymtek)  402B위치  설정장치로  위치가  설정된다.  도전성  물질의  증착은,  다음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착율

가속도 - 50인 치 /sec
2

속 도 - 7 .0 인 치 / sec

스냅오프(snap-off) 설정값-0.008인치

막두께 -0.0005인치 -0.0100인치

막길이-요구하는 바에 따름.

상기  도전성  물질의  증착후에는  열경화가  수행된다(스텝  404).  이는,  바람직하게는  멀티쳄버장치 내
에서  분당  12인치의  벨트속도(연속벨트)의  비율로  200℃에서  1분간의  건조후  550℃에서  5분간 가열
시간동안 수행된다.

열경화  후,  앞  접촉자층(132)은  스크라이브라인(124)을  형성하도록  레이저  스크라이브된다(스텝 
406).  이는  상술한  바와  동일  방식으로  수행된다.  스크라이브라인(124)의  레이저  스크라이빙  후, 제
2(c)도  내지  제2(9)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광전지  모듈의  제조에  있어  후속  스텝은  다음의  설명과 같
이 수행된다.

제8도에는,  제7도의  흐름도에  도시된  공정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장치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를 참조
하여 설명한다.

그위에  증착된  층(132)를  갖는  기판(114)은(제2(a)도에  도시되고,  이를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콘베어  밸트(500)  상에  보내져서  위치된다.  도전액(502)은  리저버(reservoir)  (504)내에  배치되며, 
도관(506)을  통해  펌프(508)로  보내진다.  바람직하게는,  펌프(508)는  양(positive)  변위  펌프이다. 
펌프(508)는 도전액(502)의 압력을 증가시키어서, 도관(510)을 따라 도전액을 노즐(512)에 
공급한다.  도전액(502)은  노즐(512)밖으로  배출되어  도전층(132)을  형성된  기판(114)을  향해 스트립
(stream)  (514)을  따라  안내된다.  노즐(512)은  X-Y-Z위치기(513)와  기계적  링크(5l5)를  통해 위치된
다.

노즐(512)의  위치는  도전층(132)상의  패턴(516)을  형성하도록  변화된다.  패턴(516)은  예를들어,  제 
4도와  제6도의  도전성  스트립(306),  솔더패드(308),  제1버스바(310)의  형태일  수  있다.  그후, 콘베
어  벨트(500)에  동격을  공급하여,  그위에  도전층(132)과  패턴(516)을  갖는  기판(114)을 제l오븐
(518)으로  이동시킨다.  예를들어,  도전액(502)이  상기와  같은  메테크  3211M인  경우,  패턴(516)을 제
1오븐(5l8)에서  1분간  200℃로  건조시킨다.  그후  콘베어  벨트(500)에  다시  동격을  공급하여 기판
(114)을 제2오븐으로 이동시키고, 그후 약 5분간 550℃염을 받게 된다. 제2(a)도 내지 
제2(g)도에서,  상기  전면  접촉층(132)은  도시되어  있으나  버스수단은  도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버
스수단은  제2(c)도  내지  제2(g)도에  도시된  스텝이  수행된  후에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전면 접촉층
(132)상에 증착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하면,  반도체  물질의  연속박막(134)를  구비하는  광전지  영역은  제2(c)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전면전극(1l8)상에  걸쳐서,  그리고  제1홈내에  제조된다.  제1홈(l24)를  채우는 반
도체물질은  인접하는  전면전극(118)들간의  전기절연을  제공하여  준  바람직하게는,  상기  광전지 영역
은  종래의  PIN구조(도시치  않음)의  수소화  무정형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며,  두께가  약  6000Å이며, 
100Å의 p-층, 5200∼5500Å의 i-층, 500Å의 n-층을 포함한다.

증착은,  예를들어  미국특허  제4,064,052호에  설명된  바와같이,  실란(silane)내의  글로우  방전에 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으로서, 상기 반도체 물질은 Cds/CuInSe2와 CdTe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의  제1실시예에  따라,  상기  반도체막(134)은,  제2의  미설정된  패턴라인을  따라 반도
체물질을  제거하여  제2홈을  형성하도록  레이저로  스크라이브되며,  상기  홈(126)은,  제2(d)도에 도시
된  바와같이,  반도체  막(134)을  복수의  광전지  소자(120)으로  분할한다.  전면전극(118)은 제2홈
(126)의  바닥에서  노출된다.  스크라이빙은,  전면  전극(118)의  도전성  산화물에  영향을  주지  않은체 
반도체물질을  제거할  수있는  수준으로  전력밀도(power  density)를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투명도
전성  산화물층을  스크라이브하는데  사용된  레이저와  같은  것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막
(134)의  레이저  스크라이빙은  기판(114)의  어느  한쪽에서부터  수행될  수도  있다.  제2홈(126)은 제1
홈(124)에 평행하고 인접되게 스크라이브되며, 그 폭이 약 100μm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방법에  따라,  금속,  바람직하게는  알루미늄과  같은  도전성물질의  박막(l36) 
또는주석  산화물과  같은  투명도체가  제2(e)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전지  소자(120)위  및 제2홈
(126)내에 제조된다.

제2홈(126)를  채우는  상기  도전성물질은  제2홈(126)의  바닥에서  노출된  전면  전극(118)의  부위와 막
(136)사이에 전기 접속을 제공한다.

도전성막(136)은,  예를들어  스퍼터링(sputtering)  또는  다른  주지의  기술로  형성되며,  막(136)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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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는 모듈의 사용분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례로서,  12볼트의  축전지를  충전하는데  충분한  전력을  발생하고자  하는  모듈의  경우, 금속막(13
6)은 전형적으로 알루미늄으로 형성되며 약 7000Å의 두께이다.

종래  레이저  스크라이빙  방법에  따라,  다음  스텝은  라인의  패턴에  따라  금속을  제거하여  막을 복수
의 후면전극으로 분할하는 일련의 홈을 형성하도록 레이저로 금속막(136)을 스크라이브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예를들어 미국특허 제4,292,092호에 의해 알수 있듯이 비실용적임이 증명되었다.

후면전극을  형성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이나  다른  금속의  고반사율  때문에, 후면전극
을  스크라이브하는데  사용되는  레이저는,  반도체막(134)의  제2홈(126)을  스크라이브하는데  사용된 

것보다 종종10 내지 20배 높은 충분히 더 높은 전력밀도로 동작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금속막(136)이  알루미늄으로  형성되고  약  7000Å의  두께이며,  또한  상기  알루미늄이 주파
수가  2배로  된  네오지뭄(neodymium)에  의해  직접  제거된다면  약 0.53μ m의  파장을  갖는  빛을 방출하
는  한편 TEM0 (구면의)  모드에서  작동된  YAG레이저(네오지물)  상기  레이저는  전형적으로  약 25μ m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약  300mW에서  작동된다.  동일한  레이저가  반도체막(134)을  제거하여 제2홈(12
6)을 형성하는데 사용될때,100μm으로 초점이 흐려지고, 약 360mW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레이저는  알루미늄을  직접  제거하기  위해  조금  낮은  출력레벨에서  작동되는  것이라  해도, 단위
면적및  초당  광지의  수,  즉  상기  레이저의  출력밀도는  레이저빔의  스폿트  사이즈(spot  size)의 함수
이다. 주어진 출력레벨에 있어, 출력밀도는 스폿트의 반경의 제곱에 역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실시예에  있어서,  알루미늄막의  직접  제거에  요구된  레이저  출력밀도는 무정
형 실리콘막을 제거하는데 요구되는 출력밀도의 약 13배이다.

알루미늄의  직접  제거에  필요한  출력밀도에서  작동하는  레이저가  알루미늄의  반도체  물질을  상하게 
하는것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상기  스크라이브된  홈  내로  흐르는  한편 
인접하는  후면전극들을  전기  접속시키는  용매금속에  기인하거나,  또는  밑에  중착된  반도체  물질내로 
확산하여 광전지소자간의 단락을 발생시키는 용용금속에 기인하여, 상기 광전지 셀은 단락된다.

더우기,  밑에  중착된  반도체물질이  무정형  실리콘을  구비하고  있을때,  밑에  증착된  무정형 실리콘물
질이 재결정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더우기,  무정형  실리콘  PIN구조에  있어  n-층  또는  p-층으로부터의  도판트(dopants)는  종종  i-층의 
재결정된 무정형 실리콘 내로 확산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금속막(136)의  제조후,  금속막(136)  밑에  위치하는 광전지
영역(130)은,  제2홈(126)에  인접하고  평행한  제3의  패턴라인을  따라  반도체  물질을  제거하는데 충분
하지만  후면전극(118)의  도전성  산화물  또는  금속막(136)을  제거하는데는  불충분한  출력밀도에서 작
동된  레이저에  의해  스크라이브  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상기  제3라인에  따라  위치된  금속의 부위
를  통해  터져  나오는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가스를  생성시키고  반도체물질을  제저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상기  제3라인에  다라  금속막에  연속갭을  형성하여  금속막을  복수의  후면전극으로 
분리하는 출력레벨에서 상기 레이저가 작동되어야 한다.

상기  레이저빔이  참조번호(138)로  표시되고  개략적으로  도시된  제2(e)도에서와  같이,  밑에  위치하는 
반도체 물질의 제거에 의한 금속막(136)의 레이저 패턴닝(patterning)은 기판(114)을 통해 
수행된다.

반도체물질의  박막상에  제조된  금속막을  패턴시키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도면에  도시되고  설명된 
특정실시예와  다른  구조를  갖는  박막  반모체  장치에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업자에  분명한 바
와같이, 본발명의 방법은, 사이에 끼는 막 또는 층이 반도체막으로의 레이저빔의 전파와 
간섭하거나,  또는  사이에  끼는  막  또는  층이  예를들어,  반도체장치를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적절하
지  못하게  레이저와  반응한다면  반도체막의  레이저입사측상에  배치된  물질의  막  또는  층을  갖는 구
조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

본  발명에  따라,  제3라인의  패턴을  따라  광전지영역(120)의  반도체  물질을  제거함은  제2(f)도에 도
시된 바와같이, 반도체물질 내의 제3홈(128)을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제  3홈(128)은  약 100μ m의  폭이며,  반도체물질의  비반응부위(130)에  의해  제 2홈
(126)으로부터  격리되어져  있다.  상기에  설명된  바와같이,  제3홈(128)내의  반도체물질의  제거는, 예
를들어  무정형실리콘의  제거로부터  실리콘가스,  가스를  발생시키고,  상기  무정형실리콘은  제거된 반
도체물질  위에  덮히는  금속막(136)의  부위를  통해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파괴되어서  막(136)을 복수
의 후면전극(122)으로 분리하는 갭(129)을 형성한다.

갭(129)은  제2(f)도의  평면에  직교하는  라인을  따라  볼때,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금속막(l36)내의  연속갭(129)를  생성하기에  요구되는  레이저  파라미터는  금속막의  두께와 물
질,  레이저의  고유파장,  레이저의  출력밀도,  레이저의  맥동주파수,  스크라이빙  공급속도와  같은 많
은 인자에 좌우된다.

주파수가  배가된  네오딤뮴  약 0.53μ m의  파장을  갖는  빛을  발산하는  YAG레이저(네오디뮴)으로 하측
에  약  6000Å두께로  증착되는  무정형  실리콘막의  제거에  의해  약  3000∼7000Å의  두께를  갖는 알루
미늄막을  패턴시키기  위해  상기  레이저의  맥동주파수가  약  5khz이고,  공급속도가  약  13Cm/sec일때, 
상기 레이저는TEM0 (구면의)  모드로  약 100μ m에  초점이  맺혀지고  약  320∼370mW에서  작동되어야 함

을  발견했다.  상기  조건하에서,  상기  레이저가  약  320mW  이하에서  작동되었을때,  금속막(136)의 부
위가  제3홈(128)를  가로지르는  브리지(Bridge)로서  남게  되어  인접하는  셀들  사이에  단락을 발생시
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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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레이저가  약  370mW이상에서  작동되었을때는  연속갭(129)이  생성되나,  모듈의  성능은  필(fill) 
인자에 의해 측정되는 바와 같이 저하한다.

비록  저하된  성능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보다  높은  레이저  출력레벨에  의해  제3홈(128)이 
제거된  후  남은  광전지소자의  무정형  실리콘부위의  용해에  의한  것이라  여겨진다.  더우기, 출력밀도
가  증가되면  레이저는  전면전극을  절단되게  하고,  이와같이  절단은  직렬저항을  증가시키며, 출력밀
도가  충분히  높게되면,  인접하는  셀들간의  직열접속을  짤라내게  함으로써  모듈이  작동불능하게 

된다.

위에  덮어지는  금속막이  제3홈(128)  내의  반도체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비교적  낮은  출력의 레
이저에  의해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제3홈(l28)내로  흐르거나,  또는  밑에  증착되는  광전지  영역내로 
확산되는  용하금속에  의해  단락이  발생되지는  않는다.  더우기,  제거된  반도체물질은  위에  덮어지는 
물질에  의해  또한  제거증에  발생된  증기의  급속팽창에  의해  냉각된다.  이러한  국부적인  냉각은 무정
형  실리콘의  재결정  및  뜨거운  반도체증기에  의해  위에  덮어진  금속막이  용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속갭(129)이  위에  덮어진  반도체  물질의  제거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라도,  제2(f)도에 참조번호
(140)으로  표시된  금속박편과  다른  파판이  종종  갭(129)의  가장자리를  따라  잔존하게  된다. 그러므
로,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이러한  파편은  유체욕조내에서,  바람직하게는  물내에서,  모듈(110)에 
초음파 진동을 가해 제거된다.

진동  후,  광전지  모듈은  인접하는  후면전극(122)들을  분리하는  깨끗하고  단락되지  않은  갭(129)를 
가지게된다.

또한,  파편  140)은  갭(129)를  따라  통과되는  질소  또는  다른  가스의  분사에  의해서  날려  보내져 제
거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전지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배치되어  전면  접촉층을  형성하는  복수의  전면전극편과,  상기  전면 
접촉층상에  배치되는  반도체층과,  상기  반도체층  상에  배치되어  후면접촉층을  형성하고  적어도  상기 
복수의  전면  전극편의  일부와  같이  상기  반도체층에  복수의  광전지셀을  형성하도록한  복수의 후면전
극편과,  상기복수의  광전지셀  중의  소정수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양단부를  가지는  복수의 서브모
듈을  형성하기  위한  셀상호  접속수단과,  적어도  상기  복수의  서브모듈의  양단부를  전기적으로 접속
하기  위한  컴퓨터  제어  노즐로  분배되는  서브모듈  접속수단과를  구비하고,  상기  서브모듈 접속수단
은  상기  전면  접촉층상  및  상기  반도체층  하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배치되는  도전물질의  미리  규정된 
패턴을  포함함과  동시  상기  전면접촉층  상에  상기  미리  규정된  패턴에  노즐을  통하여  도전액을 적층
하여  형성되며,  상기  노즐은  컴퓨터  제어하의  자동위치설정  시스템에  의하여  위치가  설정되고  상기 
미리 규정된 패턴은 컴퓨터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도록한 광전지 디바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은  박막적층층으로  도포되는  비결정  실리콘을  포함하는  광전지 디바
이스.

청구항 3 

모노리틱  기판상에  광전지  디바이스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모노리틱  기판상에 
복수의  전면전극편을  형성하여  전면접촉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컴퓨터  제어하의  자동위치설정 
시스템에  의해  위치가  결정되는  노즐을  통하여  컴퓨터에  의해  규정되는  규정패턴내에  도전액을 적층
하여  상기  전면  접촉층상에  접속스트립을  형성하는  단계와,  (c)  상기  전면접촉층과  상기  접속스트립 
상에  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d)  상기  반도체층  상에  복수의  후면전극편을  형성하여 후면접촉
층을  형성하고  적어도  상기  복수의  전면  및  후면의  전극편의  일부가  상기  반도체층을  가진  복수의 
광전지셀을 형성하는 단계를 구비한 광전지 디바이스 제조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전면전극편을  형성하는  단계는,  (a)  전면접촉층을  형성하도록  상기  모노리틱 기판
상에  도전물질을  척층하는  단계와,  (b)  레이저비임으로  상기  전면접촉층내에  제1홈을  형성하여  상기 
전면전극편을 규정하고 전기적으로 분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도록한 제조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  및  상기  후면전극편을  형성하는  단계는,  (a)  상기  전면접촉층  및 상
기  접속스트립상에  반도체  물질의  박막을  적층하는  단계와,  (b)  레이저비임으로  상기  반도체 물질내
에  제2홈을  스크라이브하여  복수의  반도체  소자를  규정하고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단계와,  (c) 적어
도  상기  광전지셀의  일부중  적어도  2개  이상의  전면  및  후면전극편  중  이웃되는  부분을  전기적으로 
직렬접속하도록  상기  제2홈내에  배치되는  후면접촉층을  형성하게  상기  반도체층  상에  반도체  물질을 
도포하여  적어도  2개의  서브모듈을  형성하는  단계와,  (d)  레이저비임으로  상기  후면접촉층내에 제3
홈을  스코라이빙하여  상기  후면전극편을  규정하고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단계와,  (e)  레이저비임으로 
상기  광전지  디바이스내에  제4홈을  스크라이빙하여  상기  2개의  서브모듈을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단
계를 구비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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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및  제3홈을  스크라이빙하는  단계는,  컴퓨터에  의해  규정되어 저장되
는  규정홈  패턴에  따라  컴퓨터의  제어하에  동작되는  자동  X-Y위치설정  시스템에  의하여  상기 레이저
비임을 위치결정하도록 한 단계를 포함하도록 한 제조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스트립을  형성하는  단계는,  (a)  상기  전면접촉층  상에  세장의  밴드패턴에 
도전성의  금속  또는  유기금속  조성물을  구비하는  도전액을  적층하여  적어도  상기  2개의 서브모듈사
이에  병렬  전기접속을  행하는  단계와,  (b)  상기  광전지  디바이스에  레이저비임으로  제5홈을 스크라
이빙하여  상기  전면전극편으로부터  상기  병렬전기접속을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한 
제조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5홈을  스크라이빙하는  단계는,  상기  컴퓨터에  의해  규정홈  패턴에  따라 컴
퓨터의  제어하에서  동작되는  자동  X-Y위치설정시스템에  의해  상기  레이저비임을  위치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도록 한 제조방법.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스트립을  형성하는  단계는,  (a)  상기  전면접속층  상의  세장의  밴드패턴에 
도전성  금속  또는  유기금속  조성물을  구비하는  도전액을  도포하는  단계와,  (b)  상기  도포된 도전액
을  열로  경화시켜  컴퓨터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패턴으로  상기  전면접촉층  상에 고
체상의 세장 밴드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후면전극편을  형성하는  단계는,  (a)  상기  광전지셀의  일부  중  적어도  2개 이
상의  전면  후면전극편의  인접부를  전기적으로  직렬  접속하여  적어도  2개의  서브모듈을  형성하고, 각
각의  서브모듈은  제1  및  제2단부를  가지도록  하는  단계와,  (b)  적어도  상기  2개의  서브모듈의  상기 
제1및  제2단부상의  세장의  밴드패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도전성금속  또는  유기금속조성물을 구비하
는 도전액을 도포하여 제1및 제2단부접속을 설치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스트립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세장의  밴드패턴에  적어도  일부가 접속
되는  짧고  넓은  폭의  밴드패턴에  도전성  금속  또는  유기금속  조성물을  구비하는  도전액을  도포하여 
솔더패드를 접속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기  접속스트립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및  제2단부접속사이에적어도 일부분
이  각각  접속되는  세상의  밴드패턴에  도전성금속  또는  유기금속  조성물을  구비하는  도전액을 도포하
여 적어도 상기 2개의 서브모듈사이에 병렬의 전기접속을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한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립속스트립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규정패턴을  규정하도록  스크린  또는 마
스크의  사용없이  상기  전면접촉층  상으로  직접  노즐을  통하여  도전액을  도포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한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스트립을  형성하는  단계는  컴퓨터로  규정되어  저장되어  있는  상기 규정패
턴에  따라  상기  컴퓨터의  제어하에  동작되는  자동  X-Y위치설정시스템에  의해  상기  노즐을 위치결정
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스트립의  상기  규정패턴은  0.005  내지  1.000인치의  폭과  0.0005  내지 
0.0100인치의 두께를 가지는 도전물질인 복수의 세장밴드 스트립을 포함하도록한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스트립의  상기  규정패턴은  상기  광전지  디바이스의  상기  광전지셀의 병렬
접속을 규정하여 컴퓨터제어에 의하여 상기 병렬접속이 용이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한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모듈  접속수단은,  복수의  서브모듈의  양단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단부접속수단과  적어도  2개의  서보모듈의  상기  단부접속수단을  접속함으로써  2개의  이상의  상기 서
브모듈을 서로 병열로 접속하기 위한 버스접속수단을 포함하도록 한 광전지 디바이스.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단부 접속수단은 솔더패드를 포함하도로 한 광전지 디바이스.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도전물질의  상기  규정성  패턴은  0.005  내지  1.000인치의  폭과  0.0005  내지 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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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의 두께를 가지며 도전물질로 된 복수의 세장밴드 스트립을 포함하도록 한 광전지 디바이스.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액은 유리플리트를 포함하도록 한 광전지 디바이스.

청구항 21 

모노리틱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배치되고,  적어도  4개의  전면전극편을  형성하도록  제1홈으로 분할되
는  전면  접촉층과,  상기  전면접촉층  상에  배치되고,  상기  4개의  전면전극편에  상응하는  적어도 4개
의  반도체  박막편을  형성하도록  제2홈에  의해  분할되는  반도체  박막층과,  상기  반도체  박막층상에 
배치되고,  상기4개의  반도체  박막편에  상응하는  적어도  4개의  후면전극편을  상기  적어도  4개의  전면 
및  후면전극편이  상기  4개의  반도체  박막편으로  적어도  4개의  광전지셀을  형성하도록  제2홈에 의하
여  분할되는  후면  접촉층과,  각각  제1및  제2단부를  가지며  제4홈에  의하여  인접서브모듈과  각각 분
할되어서  전기적으로  분리되는  적어도  2개의  서브모듈을  형성하도록,  상기  광전지  셀의  일부중 적어
도  2개의  특정  전면  및  후면전극편의  인접부를  전기적으로  직렬접속하고,  상기  제2홈  내에  배치된 
상기  후면전극층의  부분을  포함하는  셀  상호접속수단과,  적어도  일부가  상기  전면접촉층상  및  상기 
반도체층하에  배치되는  도전물질의  적어도  하나의  세상  밴드패턴을  각각  가지고,  적어도  상기  2개 
서브모듈  각각의  제1및  제2단부로  전기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제1및  제2노즐로  분배된 단부접속수단
과,  적어도  상기  2개의  서브모듈  각각의  제1  및  제2단부  접속수단사이에  병렬  전기접속을  제공하고, 
적어도  일부가  상기  전면접촉층상  및  상기  반도체층하에  배치되어  적어도  2개의  상기 단부접속수단
에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제1  및  제2노즐로  분배된  버스접속수단과를  구비하고,  상기  단부접속수단과 
상기  버스접속수단은  상기  전면접촉층상으로의  세장밴드패턴내에  노즐로부터  분배되는  도전액으로 
형성되고,  상기  제1,  제2,  제3  및  제4홈은  레이저로  스크라이빙  함으로써  형성되게  한  광전지 디바
이스.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은  박막적층에  의하여  증착되는  미결정  실리콘을  포함하도록  한 광
전지 디바이스.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단부접속수단은 솔더패드를 포함하도록 한 광전지 디바이스.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세장밴드패턴은  0.005  내지  1.000인치의  폭과  0.0005  내지  0.  0100인치의 두
께를 가지도록한 광전지 다비이스.

청구항 25 

모노리틱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배치되어  전면접촉층을  형성하는  복수의  전면전극편과,  상기 전면접
촉층  상에  배치되는  반도체층과,  상기  반도체층상에  배치되어  후면접촉층을  형성하고,  상기 전면전
극편과같이  상기  반도체층을  가진  복수의  광전지셀을  형성하기  위한  복수의  후면전극편과,  상기 복
수의  광전지셀중  소정수를  전기적으로  직렬접속하고,  양단부를  가지는  복수의  서브모듈을  형성하는 
셀  상호접속수단과,  상기  복수의  서브모듈  중  소정수를  전기적으로  병렬접속하고,  상기 전면접촉층
과  상기  반도체층  사이에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도전물질의  세장밴드패턴을  포함하는  서브모듈 접속
수단을 구비하는 광전지 디바이스.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은 박막적층으로 증착되는 비결정 실리콘을 포함한 광전지 
디바이스.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모듈  접속수단은  상기  복수의  서브모듈의  양단부로  전기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단부접속수단과,  적어도  2개의  서보모듈의  상기  단부접속수단을  접속하여  상기  서보모듈의 적
어도 2개를 서로 병열전기 접속하기 위한 버스접속수단을 구비한 광전지 디바이스.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단부접속수단은 솔더패드를 포함한 광전지 다비이스.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도전성  물질로  된  상기  세장밴드패턴은  0.005  내지  1.000인치의  폭과  0.0005  내지 
0.0100인치의 두께를 가지도록 한 광전지 디바이스.

청구항 30 

모노리식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배치된  제1홈에  의해  분할됨으로써  적어도  네개의  전면전극편을 형
성하는  전면접촉층과,  상기  전면접촉층  상에  배치되고,  제2홈에  의해  분할됨으로써  상기  네개의 전
면전극편에  상응하는  적어도  네개의  반도체  박막편을  형성하는  반도체  박막층과,  상기  반도체 박막
상에  배치되고,  제3홈에  의해  분할됨으로써  상기  네개의  반도체  박막편에  상응하는  적어도  네개의 
후면전극편을  형성하는  후면접촉층으로서,  상기  네개의  전면  및  후면전극편은  상기  네개의  반도체 
박막편과  함께  적어도  네개의  광전지셀을  형성하는  후면접촉층과,  상기  광전지셀의  일부중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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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가  특정전면  및  후면전극편의  인접부를  연속하여  전기적으로  접속함으로써  적어도  두개의 서브
모듈을 형성하기 위한 셀상호 접속수단으로서, 상기 두개의 서브모듈의 각각은 제1, 제2단부 
가지고,  상기  셀상호접속수단은  상기  제2홈내에  배치된  상기  후면접촉수단의  일부를  포함하며,  상기 
두개의  서브모듈은  제4홈에  의해  그  인접서브모듈로부터  분할됨으로써  상기  두개의  서브모듈  각각을 
상호  분리시키는  셀상호접속수단과,  적어도  상기  두개의  서브모듈의  상기  각  제1,  제2단부로의 전기
적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상기  전면접촉층과  상기  반도체층  사이에  배치된 도
전물질로  된  적어도  하나의  세장패턴을  포함하는  제l,  제2단부접속수단,  그리고  적어도  상기  두개의 
서브모듈의  상기  각  제1,  제2단부접속수단  사이에  전기적  병렬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
적으로  상기  전면접속층과  상기  반도체층  사이에  배치되고  또한  두개의  전기적으로  접촉되는, 도체
물질로  된  적어도  하나의  세장밴드패턴을  포함하는  제1,  제2버스-접속수단을  구비하는  광전지 디바
이스.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세장밴드패턴은  0.005  내지  1.000인치의  폭과  0.0005  내지  0.0100인치의 두
께를 가지도록 한 광전지 디바이스.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단부 접속수단은 솔더패드를 포함한 광전지 디바이스.

청구항 33 

상기 반도체층은 박막으로 증착된 비결정 실리콘을 포함하는 광전지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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