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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기전력 소자 및 그 제조 방법

요약

지지 기판 상의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광기전력 소자 기판; 금속 와이어를 포함하는 집전 전극; 및 상기 
집전 전극과 접촉하는 버스 바(bus bar)를 포함하는 광 기전력 소자에 있어서, 상기 광기전력 소자 기판
의 일부 상에 접착제 또는 결합제가 제공되고, 상기 접착제 또는 결합제 상에 상기 집전 전극의 적어도 
일부가 제공되며, 상기 접착제 또는 결합제의 적어도 일부 및 상기 집전 전극 상에 상기 버스 바가 제공
되어, 상기 집전 전극과 상기 버스 바가 상기 접착제 또는 결합제에 의해 상기 광기전력 소자 기판에 고
정된 광기전력 소자가 개시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기전력 소자 및 그 제조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 및 제1(b)도는 본 발명의 전극 구조를 사용한 비정질계 태양 전지의 개략적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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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a)도 및 제2(b)도는 본 발명의 전극 구조를 사용한 결정계 태양 전지의 개략적인 단면도.

제3(a)도 및 제3(b)도는 본 발명의 태양 전지의 표면상의 전극 구조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4(a)도 및 제4(b)도는 본 발명에 따른 버스 바(bus bar)와 집전 전극(current collecting electrode)간
의 접속부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5(a)도 내지 제5(c)도는 본 발명의 태양 전지의 버스 바를 태양 전지 기판의 상부면에 배치한 개략도.

제6도는 본 발명의 태양 전지의 버스 바를 태양 전지 기판의 뒷면에 배치한 개략도.

제7(a)도 및 제7(b)도는 본 발명의 태양 전지의 버스 바를 액티브 영역(active area)에 배치한 개략도.

제8도는 본 발명의 집전 전극을 도전성 접착제를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고정한 태양 전지의 개략도.

제9도는 종래의 전극 구성을 사용한 태양 전지의 개략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200, 300, 500, 600, 700, 800, 900 : 태양 전지 본체 

101 : 기판                                       102 : 제1 전극

103, 113, 123 : n형 반도체 층          104, 114, 124 : i 반도체 층

105, 115, 125 : p 반도체 층             106 : 투명 도전막

107 : 집전 전극                                108 : 결합제

109 : 버스 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극 구조를 개양한 광기전력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태양 전지에는 미세 금속부재로 이루어진 집전 전극이 수광전극의 표면에 제공되어 있다. 이
러한 집전 전극은 태양 전지의 광 입사면측에 제공되기 때문에, 집전 전극은 소위 섀도우 로스(shadow 
loss) 영역으로 되어, 태양 전지의 발전에 기여하는 유효 면적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집
전 전극은 비교적 폭이 좁은 빗(comb)의 형태로 형성된다. 이러한 집전 전극은 통상 폭이 좁고 길게 형성
되므로, 전기 저항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재료 및 단면 설계가 요구된다.

미합중국  특허  제5,084,107호에는  상기  집전  전극용으로서  금속  와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또한, 미합중국 특허 제4,348,546호에는 상기 집전 전극을 형성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또한, 
상기 집전 전극에 의해 수집된 전류를 모으기 위해 버스 바로 불리우는 비교적 두꺼운 금속 전극을 형성
하는 기술이 예로서 미합중국 특허 제4,260,429호 및 제4,283,591호에 개시되어 있다.

제9도는 상술한 종래 전극 구조를 가진 태양 전지 모듈의 일례이다. 제9도에서, 도면 참조 번호(900)는 
태양 전지의 본체이고, 도면 참조 번호(901)는 기판, 도면 참조 번호(902)는 반도체층, 도면 참조 번호
(903)는 집전 전극, 도면 참조 번호(904)는 솔더 또는 도전성 페이스트, 도면 참조 번호(905)는 버스 바, 
그리고 도면 참조 번호(906)는 접착제이다. 버스 바는 전극 구조의 일부로서 집전 전극을 흐르는 전류를 
단부(end)로 모으는 역활을 한다.

상기한 종래의 집전 전극 구조에서는, 집전 전극을 이루는 금속 와이어 및 버스 바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i) 먼저, 금속 와이어를 배치한 후, 금속 와이어를 태양 전지의 액티브 영역 외측에서 예컨대 접착제로 
임시 고정한다.

ii) 이어서, 버스 바 위의 금속 와이어 부분을 은 페이스트 등의 도전성 페이스트나 솔더 등으로 버스 바
에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고정한다.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포구(applicator)에 의해 복수의 점에서 도전성 페이스트를 토출
한 후 건조 또는 경화시킨다. 또, 솔더의 경우는 금속 와이어와 버스 바를 솔더로 직접 고정시킨다.

그러나, 상술한 종래 전극 구조를 태양 전지에 적응시킨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은 페이스트로 금속 와이어를 버스 바에 접속시키는 방법에서는, 은 페이스트를 적정량 토출시키기 위
한 도포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은 페이스트를 가열, 건조 및 경화시키는 단계가 필요하게 되어 그 결
과 생산성이 저하된다.

2) 은 페이스트를 돌출 전극 위에 도포할 때, 예컨대 라미네이션 등에 의해 전극이 밀봉부를 뚫고 나올 
수 있다.

3) 상기 도전성 접착제의 피복층을 통하여 솔더로 버스 바에 접속시키기가 어려워 접착층을 일부 제거한 
후 솔더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점에서 접속할 필요가 생겨 작업 효율이 떨어진다.

4) 솔더를 용융하기 위해서는 국부적으로 250℃ 내지 350℃의 고열을 가해야 한다.

5) 솔더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플럭스(flux)를 병용하는 경우나 로진(rosin)과 함께 솔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세정 등의 별도의 공정으로 플럭스 또는 로진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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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술한 항목 1) 내지 5)에서 설명한 가열 및 세정 단계에 의해 비정질계 태양 전지 등이 쉽게 손상을 
입어서 제반 특성에 악영향을 준다.

7) 전술한 어떤 방법에서도, 금속 와이어를 배치한 후, 금속 와이어를 태양 전지의 액티브 영역 외측에서 
접착제로 임시 고정해야 한다. 결국, 버스 바 형성 영역 이외에 임시 고정하기 위한 영역이 더 필요하게 
되어 면적 증가가 요구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적어도 반도체 층, 집전 전극, 및 상기 집전 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버스 바가 설
치된 광기전력 소자에 있어서 상기 집전 전극이 금속 와이어를 포함하고 상기 집전 전극의 일부가 상기 
버스 바와 상기 반도체 층 사이에 제공된 광기전력 소자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제조 공정이 간단한 광기전력 소자의 전극 구조를 제공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호한 제반 특성, 즉 만족할만한 변환 효율 및 션트(shunt) 저항을 갖는 광기전력 소자를 얻을 수 있다. 
반도체층 또는 투명 전극층과 집전 전극의 접착은 집전 전극 주위에 있는 도전성 페이스트로 인하여 가열 
및 가압으로 달성된다. 그외에도, 본 발명에 의해 집전 전극과 버스 바를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서 공정 
단계 수가 줄어들어 제조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집전 전극 및 버스 바가 확실히 접속될 수 있으므로, 
낮은 접속 저항 및 높은 출력을 갖는 광기전력 소자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지붕 재료와 같이 옥외 사용에
서도 신뢰성이 높은 태양 전지 모듈을 얻을 수 있다.

전술한 도전성 페이스트는 버스 바 상에 도포될 수도 있다.

또한 전술한 가열 및 가압 이전에, 결합제 또는 접착재에 의해 집속 전극이 반도체층, 혹은 반도체층 상
에 형성된 투명 도전층, 혹은 반도체층이 형성되는 기판의 일부에 양호하게 미리 고정된다. 이러한 고정
은 집전 전극이 가열 및 가압에 의해 버스 바 및 반도체층과 접속될 때까지 가고정 역활을 함으로써, 외
부 지지 수단이 필요없게 되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결합제 또는 접착재를 제공함으로써, 동시에 집전 전극 및/또는 버스 바 사이, 
그리고 광기전력 소자 간의 기계적 접속 및 전기적 접속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향상된 특성을 가진 광기
전력 소자를 얻을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금속 와이어]

본 발명에 사용되는 금속 와이어는 예를 들면, 동, 은, 금, 백금, 알루미늄, 몰리브덴 또는 텅스텐, 혹은 
그 합금 등의 전기 저항이 낮고, 와이어의 형태로 공업적으로 안정하게 공급되는 재료로 양호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금속 와이어는 소망에 따라 부식 또는 산화 방지, 또는 도전성 수지 재료와의 접착 
혹은 전기 전도성 향상을 위해 표면에 얇은 금속층이 제공될 수 있다. 특히, 상기 표면 금속층은 금속 와
이어가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표면 산화에 의한 고저항 방지 또는 피복층의 도전성 입자가 그래파이트 
또는 금속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고접촉 저항을 방지하도록 사용된다.

상기 표면 금속층은 은, 백금, 은-백금 합금 또는 금등의 내부식성 귀금속이나 혹은 니켈, 주석 등의 내
식성이 좋은 금속으로 구성된다. 전술한 표면 금속층은 도금법 또는 클래드(clad) 법으로 양호하게 형성
된다. 또한, 상기 금속을 수지성 재료에 충전재(filler)로서 분산하여 제조한 도전성 수지를 피복해도 좋
다. 피복 두께는 소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금속 와이어가 원형 단면을 가진 경우에는 금속와이어의 직경
일 1 내지 10 % 범위내가 좋다.

금속 와이어의 단면 형태는 원형인 것이 좋지만, 장방형이거나 적절히 선택 될 수 있다. 금속 와이어의 
직경은 전기 저항에 의한 손실 및 섀도우 손실와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 와이어
의 경우는 직경이 25 μm 내지 1 mm인 것이 양호하게 사용된다. 효율성이 높은 태양 전지를 얻기 위해서
는 25 내지 200 μm 범위 내에서 선택되는 것이 보다 양호하다. 25 μm 보다 얇은 와이어는 쉽게 부러지
거나 제작이 용이하지 못하고, 큰 전기 저항 손실을 보인다. 또한, 직경이 200 μm을 초과하면, 큰 새도
우 손실이 생기거나, 혹은 태양 전지의 표면에서 불규칙성이 증가하여, 예를 들면 라미네이션 등에 의해 
밀봉에 있어서 EVA 등의 더 두꺼운 충전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금속 와이어는 공지의 신선기(wire extending machine)에 의해 소망의 직경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신선기를 통해 얻어진 와이어는 경질이지만 소망의 신장성 혹은 휨 가능성에 따라 공지의 어닐링 
방법에 의해 연질로 하여 사용해도 좋다.

[도전성 페이스트]

본  발명에서  도전성  페이스트는  금속  와이어를  태양  전지의  표면  및  버스  바에  접착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접착은 금속 와이어 전체 혹은 그 일부를 도전성 접착제로 피복하고, 가열 및 가압을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집전 전극을 버스 바에 접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버스 바를 도전성 접착제로 피
복하여 가열 및/또는 가압을 실시함으로써 접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서, 금속와이어를 접착하기 위한 도전성 페이스트는 도전성 입자를 고분자 수지에 분산시켜 얻
는다. 고분자 수지로서는 금속와이어 상에 막을 형성하기 쉽고, 작업성이 뛰어나고, 유연성이 있고, 내후
성이 뛰어난 수지가 좋다. 이러한 열 경화성수지로서는, 예를 들면, 에폭시 수지, 우레탄 수지, 페놀 수
지, 폴리비닐포말 수지, 알키드 수지 및 이들을 변성한 수지 등이 양호한 재료로서 열거된다. 특히, 우레
탄 수지는 에나멜선용 절연 피복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유연성이나 생산성 면에서 우수한 재료이다. 
또한 열가소성 수지로서는 페녹시 수지, 폴리아미드 이미드 수지, 폴리아미드 수지, 부티랄 수지, 멜라민 
수지,  불소 수지,  아크릴 수지,  스티렌 수지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이 양호한 수지로서 열거될 수 
있다.

상술한 도전성 입자는 전기 전도성을 제공하기 위한 피그멘트이고, 예를 들면 그래파이트, 카본 블랙 등
이나 혹은 In2O3, TiO2, SnO2, ITO, ZnO 및 상기 재료에 적당한 도펀트를 첨가한 산화물 반도체 재료 등이 

양호하게 사용된다. 상기 도전성 입자의 입경은 형성될 피복층의 두께보다 작게할 필요가 있으나,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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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작으면, 입자의 접촉 저항으로 인해 비저항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도전성 입자의 평균 
입경은 0.02 내지 15 μm 범위내가 좋다.

도전성 입자와 고분자 수지는 소망의 비저항을 얻기 위해 적정비로 혼합되어 있으나, 도전성 입자의 양을 
증가시키면 비저항은 낮게 되지만 수지의 비율이 낮게 되어 피복막의 안전성이 열화한다. 다른 한편으로, 
수지량이 증가하면 도전성 입자의 접촉이 감소되어 저항이 증가한다. 결국 고분자 수지 및 사용될 도전성 
입자, 그리고 소망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비율을 적절히 선택하는 편이 좋다. 보다 특정하게 도전성 입자
가 5 체적 % 내지 95 체적 % 정도로 되게 할 때 비저항이 만족스럽게 얻어질 수 있다.

도전성 수지의 비저항은 태양 전지에 의해 발생되는 전류를 집전하는 데 무시할 수 있는 저항이며, 또한 
션트(shunt)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값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100 Ωcm 범
위가 좋다. 0.01 Ωcm 이하의 저항이면 션트를 막기 위한 장벽 기능이 낮게 되고, 100 Ωm를 초과하면 전
기 저항 손실이 증가한다. 도전성 입자와 고분자수지의 혼합에 관해서는 3-롤밀(3-roll mill), 페인트 샤
커(paint shaker) 또는 비이드 밀(bead mill) 등의 통상의 분산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분산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 소망에 따라 기존의 분산제를 첨가해도 좋다. 또, 분산시 혹은 분산 후에 도전성수지의 점도 
조정을 위해 적정 용제로 희석해도 좋다.

[버스 바]

본 발명의 버스 바는, 광기전력 소자의 일부에 설치되지만, 상기 버스 바의 배치는 광 입사측이나 그 대
향측이라도 좋다. 또, 광 입사측 상의 액티브 영역 내에도 좋지만 높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영역 외측에 설치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버스 바의 재료로서는 낮은 전기 저항을 갖고, 동, 은, 금, 백금, 알루미늄, 주석, 
납, 또는 니켈 등의 탭 재료로서 공업적으로 안정되게 공급되고 있는 재료가 양호하게 사용된다. 또한 버
스 바는 이들 금속의 합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동은 전기저항이 낮고, 값이 싸며, 가공 목적에 
따라 연질 및 경질 동을 선택할 수 있어서 양호하게 사용된다.

소망에 따라서, 이러한 버스 바의 표면에 부식 방지 또는 산화 방지, 혹은 도전성 수지와의 접착성 향상 
혹은 전기적 도통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얇은 금속층을 형성해도 좋다.

이러한 표면 금속층은 은, 백금, 은-백금 합금 또는 금 등의 내부식성 귀금속, 또는 니켈 또는 주석등의 
내부식성 금속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은이나 금은 습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전성 수지와의 접착성도 
양호하기 때문에 양호하게 사용된다. 상술한 표면 금속층은 도금법 혹은 클래드법에 의해 양호하게 형성
된다.

또한, 버스 바의 적어도 일부에 도전성 페이스트를 도포하여 버스 바와 금속 와이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
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결합 또는 접착제]

본 발명의 결합 또는 접착제는 금속와이어를 태양 전지의 일부에 접착하여, 금속와이어를 고정하고 버스 
바 사이에 끼워 설치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결합 또는 접착제는 금속와이어와 광기전력 소자간의 
고정과 상기 버스 바와 광기전력 소자 간의 고정의 기능을 겸할 수 있다. 결합 또는 접착제는 광기전력 
소자 위에 도포되거나 혹은 재료가 도전성이 있는 경우에 버스 바에 도포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결합제의 예로서는 아크릴계, 고무계, 실리콘계, 폴리비닐에테르계, 에폭시계, 폴리
우레탄계, 나일론계, 폴리아미드계, 무기계 및 복합형 결합제 등을 포함한다. 또한 상술한 도전성 페이스
트 등의 도전성 결합제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제 중에서 접착성, 지지력, 내전성 및 내습성 등이 
우수한 것이 양호하게 사용된다 특히, 아크릴계 및 실리콘계 결합제는 내구성, 열저항성 및 지지력이 우
수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사용된다. 이 결합제는 도포구에 의해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다. 결합제의 종류
에 따라서, 건조, 가열, 가압 및 광조사 등의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접착재는 접착 테이프, 접착 시트, 혹은 기판과 접착 재료가 중첩된 양면 접착 테이프의 형태로 사
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접착제는 전기도전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접착제는 결합제에 요구되는 건
조시간 및 집전 전극을 외부에서 지지하는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생산성 향상을 가져을 수 있다. 또
한, 적당량의 결합제를 도포하기 위한 복잡한 장치가 필요 없다. 또한, 접착제 및 결합제는 조합되어 사
용될 수 있다.

[기판, 제1 전극, 및 반도체층]

본 발명의 광기전력 소자는 기판, 기판상에 제공된 제1 전극, 상기 제1 전극상에 제공되어 발전에 기여하
는 반도체층 및 상기 반도체층상(광 입사면 측)에 제공된 본 발명의 집전 전극 및 버스 바로 이루어진 제
2 전극을 포함한다. 소망에 따라서, 반도체층의 광 입사면과 집전 전극 사이에 반사방지 및 표면 저항 감
소를 위해 투명한 도전층을 설치해도 좋다.

제1 전극은 예를 들면 스크린 프린팅 혹은 증착법에 의해 금속을 형성하여 만들어진다. 금속의 종류는 적
절한 반도체성과 오믹(ohmic) 특성을 얻기 위해 적절히 선택된다.

반도체층이 비정질 실리콘등의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지 기판이 필요하게 되고, 상기 지지 기판
으로서는 절연성 혹은 도전성 기판이 사용된다. 전술한 제1 전극이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다. 한편, 반도
체층이 벌크(bulk)형이면, 지지 기판이 없어도 된다.

제1 전극은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과 같이 금속기판 자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제1 전
극은 유리, 고분자수지 또는 세라믹 등의 절연 기판 상에 크롬, 알루미늄, 혹은 은과 같은 금속을 증착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결정 실리콘계 태양 전지인 경우에는, 기판없이 은 페이스트의 스크린 
프린팅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반도체 층은 PN 접합, PiN 접합, 쇼트키 접합 등의 반도체 접합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그 재료로서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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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리콘, 다결정 실리콘, 박막 다결정 실리콘 혹은 비정질 실리콘 등의 IV족의 반도체나, CdS  또는 
CdTe 등의 II-VI 족의 반도체, 또는 GaAs 등의 III-V 족의 반도체가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단일 
셀 외에, PiN 접합 혹은 PN 접합을 복수 중첩한 직렬 셀(tandem cell) 혹은 3중 셀(triple cell)도 유리
하게 사용된다.

상기 직렬 셀 구조의 예로서는, 예를 들면 a-Si의 i의 층에 기초한 PiN 구조의 상부 및 하부층을 적층한 
구성, 또는 a-Si 층에 기초한 PiN 구조의 상부층 및 a-SiGe의 i층에 기초한 PiN 구조의 하부층을 적층한 
구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a-Si의 i층에 기초한 PiN 구조의 상부층 및 다결정 박막 접합의 하부층으
로 구성된 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3중 셀 구조의 예로서는, a-Si의 i층에 따른 PiN 구조의 상부층 및 중간층과 a-SiGe의 i층에 기초한 PiN 
구조의 하부층을 적층한 구성, 혹은 a-Si의 i층에 따른 PiN 구조의 상부층, a-SiGe의 i층에 나른 PiN 구
조의 중간층 및 a-SiGe의 i층에 따른 PiN 구조의 하부층을 적층한 구성을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투명 도전층은 ITO, SnO2, 혹은 In2O3 등의 공지의 재료로 양호하게 구성된다.

본 발명의 집전 전극 및 버스 바로 이루어진 제2 전극은 상술한 반도체 층의 광입사측면 상에 제공된다. 
이때에는, 집전 전극은 전기저항에 의한 집전 손실과 새도우 손실간의 균형(trade-off)를 고려하여 적절
한 간격으로 평행하게 배치되는 것이 좋다. 예로서, 투명 전극층이 약 100 Ω/?의 시트 저항을 갖는 경우
에, 집전 전극은 약 5 mm 정도 이격되어 배치되는 것이 좋다. 최대효율은 와이어 직경이 작거나 혹은 큰 
경우에 폭을 감소 또는 증가시켜 최적화로 얻을 수 있다.

제1(a)도 및 제1(b)도는 본 발명의 전극 구성을 3중 셀 형의 비정질계 태양 전지에 적용시킨 예를 나타내
는 개략적인 단면도인데, 제1(a)도 및 제1(b)도에서, 도면 참조 번호(100)는 태양 전지의 본체이고, 도면 
참조 번호(101)는 기판, 도면 참조 번호(102)는 제1 전극, 도면 참조 번호(103, 113, 123)은 n형 반도체
층, 도면 참조 번호(104, 114, 124)는 i 반도체층, 도면 참조 번호(105, 115, 125)는 p 반도체 층, 도면 
참조 번호(106)는 투명 도전막, 도면 참조 번호(107)은 집전 전극, 도면 참조 번호(108)는 결합제, 및 도
면 참조 번호(109)는 버스 바이다. 제1(a)도는 버스 바가 형성될 때 까지의 상태의 단면도이고, 제1(b)도
는 집전 전극이 셀 표면상에 형성된때의 상태의 단면도이다. 제1(a)도 및 제1(b)도가 3중 셀 구조를 나타
내고 있지만 본 발명의 집전 전극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반도체 접합을 가진 단일 셀 구조 혹은 직렬 셀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2(a)도 및 제2(b)도는 본 발명의 전극구조를 결정 태양 전지에 적용한 예의 개략적인 단면도인데, 여기
서, 도면 참조 번호(200)는 태양 전지의 본체, 도면 참조 번호(201)는 실리콘 웨이퍼 이루어진 반도체 
층, 도면 참조 번호(202)는 반도체층 (201)과 접합을 형성하는 반도체층, 도면 참조 번호(203)는 됫면 전
극, 도면 참로 번호(204)는 집전 전극, 도면 참조 번호(205)는 결합제, 및 도면 참조 번호(206)는 버스 
바이다. 제2(a)도는 버스 바가 형성될때 까지의 상태의 단면도이고, 제2(b)도는 집전 전극을 셀 표면에 
형성한 상태의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전극 구조는 특히 대면적의 태양 전지를 형성하는 데 적합하다. 예를 들면, 30 cm 길이의 사각
형의 태양 전지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반도체층 위에 30 cm 길이의 전극을 30 cm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본 발명의 집전 전극을 형성하면 좋다. 더우기, 상술한 집전 전극으로부터 단자로 전류를 안내하기 위해
서는 비교적 큰 전류를 흐르게 하는 버스 바를 형성한다.

[제조 방법]

집전 전극을 광입사면측의 반도체층 또는 투명한 도전막 위에 가열 및/또는 가압에 의해 도전성 페이스트
로 덮혀 있는 집전 전극을 접착함으로써 광기전력 소자의 표면에 접착한다. 가열온도는 피복층을 이루는 
도전성 페이스트가 연화하고, 태양 전지 표면에 접착하는 온도와 적어도 동일한 온도가 좋다. 또한 압력
은 피복층이 적절히 변형되는 압력이 좋으나, 태양 전지를 파괴하는 압력 이하로 하지 않으면 않된다. 보

다 특정하게, 예를 들면 비정질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박막 태양 전지의 경우에는 0.1 내지 1.0 kg/cm
2
 압

력이 좋다.

상술한 방법외에, 집전 전극을 광기전력 소자의 표면에 형성하는 것은 예를 들면 광기전력 소자의 표면에 
스크린 프린팅에 의해 직선형 패턴 또는 소망의 도트 형태로 도전성 페이스트를 형성하고 그 위에 와이어
를 배열하여 접착시킴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피복층이 열가소성이 있으면 가열에 의해 연화가 달성될 수 있다. 피복층이 열경화성수지로 되어 있으면 
와이어 상에 도포나 혹은 태양 전지 기판 상에 프린팅을 행할때 결화 반응은 시키지 않고 용제와 건조만
을 행하여 연화시킨 후에 접착시에 가열에 의해 경화시켜도 좋다.

제3(a)도 및 제3(b)도는 금속 와이어를 태양 전지 표면 상에 접착시킨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며, 여기
서 도면 참조 번호(301)는 반도체층, 도면 참조 번호(302)는 금속 와이어, 및 도면 참조 번호(303)는 도
전성 접착제이다. 제3(a)도는 금속 와이어가 도전성 접착제로 피복된 후 반도체층의 표면에 접착된 상태
를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제3(b)도는 도전성 접착제가 국부적으로 제공된 후에 금속 와이어가 배치되어 
접착된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이어서, 금속 와이어와 버스 바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버스 바 상에 가열 및/또는 가압하여 금속 
와이어와 태양 전지의 접착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한다.

제4(a)도 및 제4(b)도는 버스 바에 접착된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인데, 여기서 도면 참조 번호(401)는 
반도체층, 도면 참조 번호(402)는 결합제 또는 접착재, 도면 참조 번호(403)는 금속 와이어, 도면 참조 
번호(404)는 버스 바, 그리고 도면 참조 번호(405)는 도전성 페이스트이다. 제4(a)도는 금속 와이어가 도
전성 접착제로 피복된 후에 버스 바에 접착된 상태를 나타내며, 제4(b)도는 도전성 결합제가 버스 바 상
에 피복된 후에 금속 와이어가 결합된 상태를 나타낸다. 이때에는 도전성 결합제가 버스 바 전체, 혹은 
버스 바의 일부에 피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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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비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 이외의 태양 전지,  예를 들면 결정계 태양 전지,  다결정계 태양 
전지, 박막 태양 전지 등의 다른 태양 전지 및 광기전력 소자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제5(a)도 내지 제8도는 본 발명의 전극 구조를 사용하는 태양 전지의 예를 나타낸다.

제5(a)도 내지 제5(c)도에서, 도면 참조 번호(500)는 태양 전지의 본체, 도면 참조 번호(501)는 기판, 도
면 참조 번호(502)는 반도체 층, 도면 참조 번호(503)는 집전 전극, 도면 참조 번호(504)는 결합제 또는 
접착제 및 도면 참조 번호(505)는 버스 바이다.

제5(a)도는 버스 바를 양단에 배치한 구조를 나타내며, 금속 와이어로부터의 집전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대면적 전지용으로 적합하다. 제5(b)도는 한 단부에 버스 바를 배치한 구조를 나타내며, 태양 전지 기판
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면적 셀을 다수 직렬 또는 병렬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면 유효하다. 제5
(c)도의 구조에서는 반도체 층 대신에 결합제 또는 접착제(504)에 의해 기판 상에 집전 전극을 고정한다.

제6도는 태양 전지 기판의 뒷면에 버스 바를 배치한 태양 전지를 개략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도면 참조 
번호(600)는  태양  전지의  본체,  도면  참조  번호(601)는  기판,  도면  참조  번호(602)는  반도체  층의 
상부면, 도면 참조 번호(603)는 집전 전극, 도면 참조 번호(604)는 결합제 또는 접착재, 및 도면 참조 번
호(605)는 버스 바이다. 태양 전지의 액티브 영역은 태양 전지의 상부면에 버스 바가 없으므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7(a)도 및 제7(b)도는 버스 바를 액티브 영역에 배치한 태양 전지를 개략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도면 
참조 번호(700)는 태양 전지의 본체, 도면 참조 번호(701)는 지지 기판, 도면 참조 번호(702)는 태양 전
지의 상부 표면, 도면 참조 번호(703)는 집전 전극, 도면 참조 번호(704)는 접착 물질로 된 결합제, 및 
도면 참조 번호(705)는 버스 바이다. 제7(a)도는 버스 바(705)를 원형 기판내의 액티브 영역의 중심에 배
치한 구성을 나타내며, 제7(b)도는 금속 와이어로부터 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개의 버스 바를 장방
형 기판의 액티브 영역 내에 배치한 구성을 나타낸다.

제8도는 집전 전극을 도전성 결합제를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고정시킨 태양 전지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데, 도면 참조 번호(800)는 태양 전지의 본체,  도면 참조 번호(801)는 기판,  도면 참조 번호
(802)는 반도체층의 상부면, 도면 참조 번호(803)는 집전 전극, 도면 참조 번호(804)는 결합제 또는 접착
제, 도면 참조 번호(805)는 버스 바, 그리고 도면 참조 번호(806)는 도전성 페이스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작된 태양 전지는 옥외 사용을 위한 내후성 및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지
의 인캡슐레이션 방법에 의해 모듈화 된다. 인캡슐화를 위한 결합층을 위해 태양 전지에의 접착, 내후성 
및 완충 효과를 고려하여 EVA(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가 유리하게 사용된다. 유리와 같은 표면 보호층이 
내습성 및 내상성(scratch resistance)을 향상시키도록 형성된다. 또는 모듈의 경량화, 유연성을 달성하
기 위해 불소계 수지막이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불소계 수지로서는 예를 들면 4 불화 에틸렌의 공중합체 ETFE(듀퐁사제 Tefzel), 폴리불화 비닐계
수지(듀퐁사제 Tedlar) 등을 들 수 있다. 또 이들 수지에 자외선 흡수체를 첨가하여 내후성을 향상시켜도 
좋다. 인캡슐레이션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진공 라미네이터와 같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 진공중에서 가열 및 가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예 1]

이 실시예에서는 제1(a)도 및 제1(b)도에 도시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제5(a)도 및 제5(b)도에 도시한 
전극 구조를 갖는 태양 전지의 태양 전지 모듈을 이하의 방법으로 제조했다.

집전 전극(503)은 제3(a)도 및 제3(b)도의 피복된 와이어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 와이어(302)는 두께가 2 
μm인 은 클래드층을 동선상에 갖는 직경 100 μm의 은-클래드 동 와이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에서는 피복층의 도전성 페이스트(303)로서 카본 페이스트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먼저, 용제로서 초산 에틸 2.5 g, IPA 2.5 g의 혼합 용제를 분산용 쉐이크 병속에 넣었다. 이어서, 주
성분이 되는 우레탄수지를 22.0 g을 상기 쉐이크 병속에 첨가하여 볼 밀(ball mill)로 충분히 교반했다. 
이어서,  경화제로서  블록  이소시아네트를  1.1  g,  분산용  유리  비이드  10  g을  상기  용액에  첨가했다. 
또한, 도전성 입자로서 평균 1차 입경이 0.05 Um의 카본블랙 2.5 g을 상기 용액에 첨가했다.

(2)이상의 재료를 투입한 쉐이크 병을 東洋精機製作所社製 페인트 쉐이커에서 10시간 분산했다. 그후에, 
완성된 도전성 접착제로부터 분산용 유리비이드를 제거했다. 해당 도전성 접착제의 평균 입자경을 측정했
더니 약 1 μm이었다. 페인트 쉐이커 대신에 비이드 밀을 사용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

(3)상기 접착제를 상기 경화제의 표준 경화 조건인 160℃, 30분 동안 경화시켜 그 체적 저항율을 측정했
더니 10 Ωcm 이었고 충분한 저 저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도시 생략한 와이어 코터(coater)를 사용하여 피복층으로서 도전성 접착제(303)를 도포, 건조, 형성했
다. 또한, 도포속도는 40 m/분, 체류기간이 2초, 건조로의 온도는 120℃로 하고, 5회에 걸쳐서 코트했다. 
사용한 에나멜 코팅 다이(die)의 개구 직경은 150 내지 200 μm로 했다. 상기 와이어(302)에 도포된 도전
성 페이스트 (303)는 용제가 휘발한 후 미경화 상태로 존재한다. 도전성 페이스트의 두께는 20 μm 였고, 
100 m 길이의 코트 결과에서의 막 두께의 오차는 ±1.5 μm 이내였다.

이하에서는, 상기 공정(1)∼(4)에서 형성한 집전 전극을 이용한 제1(a)도 및 제1(b)도에 도시한 본 발명
의 태양 전지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5)사용한 태양 전지 기판 본체(100)는, 지지기판(101)으로서 SUS430BA 기판을 탈지, 세정후 도시 생략된 
DC 스퍼터 장치를 사용하여 제1의 전극(102)으로서 Ag 400nm, ZnO 400nm를 형성했다.

(6)도시 생략한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CVD 장치를 사용하여 하부층, 중간층 및 상부층을 순차 형성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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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층은 n층(103), i층(104), 및 p층(105)의 순서로 적층한 구조체이며, 이때의 i층(104)은 a-SiGe로 했
다. 중간층은 n층(113), i층(114), p층(115)의 순서로 적층한 구조체이며, 이때의 1층(114)은 하부층과 
동일하게 a-SiGe로 했다. 또, 상부층은 n층(123), i층(124), p층(125)의 순서로 적층한 구조체이며, 이때
의 1층은 a-Si로 했다.

(7)광입사측에는, 도시 생략된 저항 가열의 증착 장치를 사용하여 투명전극(106)으로서 ITO의 투명도전막
을 형성했다.

(8)공정(7)에서 얻어진 셀은 면형상이 30 cm의 길이이고, 셀의 유효 면적이 900 cm
2
이 되도록, 염화 제2철

을 주성분으로 하는 에칭 페이스트와 시판되는 프린팅 기기를 사용하여 외주부에 있는 투명한 도전성 막
을 제거했다.

(9)양면 접착 테이프(스미또모 3M사에서 공급되는 VHB)가 접착제(504)로서 접착되었고, 집전 전극(503)이 
5.5 mm 폭으로 배치되어 상술한 양면 접착 테이프로 고정되었다.

(10) 버스 바(505)로서 경질 동을 은 클래드로 피복한 동박을 집전 전극 (503) 및 접착제(504) 상에 형성
했다.

(11) 상기 집전 전극(503)을 투명한 도전성막에 접착하기 위해, 도시 생략한 가열 장치를 사용하여 가열 

압착하였다. 가열 조건은 온도 190℃, 시간 1분, 압력은 1kg/cm
2
로 했다. 제5(a)도는 집전 전극이 태양 전

지 기판에 접착된 단면 상태를 나타낸다.

(12) 상기 집전 전극(503)을 버스 바(504)에 접착하기 위해, 도시 생략한 가열 장치에 의해 가열 및 압착

했다. 가열 조건은 온도 190℃, 시간 15초, 압력은 5 kg/cm
2
로 했다.

(13)공정(12)까지 제작한 태양 전지(500)에 대하여, 인캡슐레이션을 행하여 태양 전지 모듈을 얻었다. 인
캡슐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해졌다.

먼저, 태양 전지 기판(500)의 상하에 플레인 유리판 및 EVA를 적층하고, 이어서, 그 상하에 불소계수지 
막 ETFE를 적층한 후, 진공 라미네이터에 투입하여 150℃에서 60분 동안 유지하여 라미네이션을 행했다. 
상기 공정(1) 내지 (13)을 통해 동일한 태양 전지 모듈을 10개 제작했다. 이하에서는 얻어진 시료의 초기
화 특성 평가에 대하여 설명한다.

(a) 어두운 상태에서 시료의 전압-전류 특성을 측정하여, 원점 부근의 경사로부터 션트 저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션트 저항은 200 내지 500 kΩcm
2
의 만족스러운 범위였다.

(b) AM 1.5 글로벌(global)의 태양광 스펙트럼에서 100 mW/cm
2
의 광량의 의사 태양광원(이하 시뮬레이터라 

한다)을 사용하여 태양 전지 특성을 측정하여 변환 효율을 구했다. 그 결과, 변환 효율은 8.7 ± 0.02 % 
였고, 오차도 적고 양호한 값이었다.

이하에서는 얻어진 시료에 대하여 행해진 신뢰성 시험에 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신뢰성 시험은 일본
공업규격 C8917의 결정계 태양 전지 모듈의 환경 시험 방식, 및 내구 시험 방법에 정해진 온습도 사이클 
시험 A-2에 따라 행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시료를 온습도가 제어할 수 있는 항온 항습기에 투입하여, 온도를 -40℃에서 +85℃(상대습
도 85 %)로 변화시키는 사이클 시험을 20회 반복했다. 그후에, 초기 특성 평가와 동일하게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변환 효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신뢰성 시험후의 변환 효율은 초기 변환 효율에 대하여 평균 2 
%의 저하가 있었다. 이러한 저하량으로부러 심각한 열화는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상술한 본 예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이 태양 전지는 양호한 특성을 갖고 또한 신뢰성도 높을 것을 
알았다.

[비교예 1]

본 비교예는 집전 전극이 제9도에 도시된 종래 구성을 갖거나, 또는 집전 전극이 자외선 경화형 접착제로 
버스 바에 고정된다는 점에서 실시예 1과 다르다.

제9도에는 태양 전지의 본체(900); 태양 전지 표면(902); 집전 전극(903); 솔더(904); 버스 바(905); 및 
집전 전극을 일시 고정시키기 위한 접착제(905)가 도시되어 있다. 사용된 기판(901), 집전 전극(903), 및 
버스 바(905)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본 비교예의 태양 전지 모듈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태양 전지 기판(901)은 깊이 30 cm, 전지 유효 면적 900 cm
2
 사각형상이 되도록 염화제2철을 주성분으

로 하는 에칭 페이스트와 시판되는 인쇄기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의 투명도전막을 제거하였다.

(2)버스 바(905)를 유효면적 외에 접착 배치하였다. 그런 다음에 5.5 mm 간격으로 집전 전극(903)을 길게 
배치하고 이들을 버스 바 외측에서 자외선 경화형 접착제로 고정시켰다. 그 다음, 집전 전극(903)을 태양 
전지기판(901)의  전지  표면에  접착시키기 위하여 가열  장치(도시  안됨)를  사용하여 온도  190℃,  시간 

1분, 압력 1kg/cm
2
의 조건으로 가열 압착시켰다.

(3)집전  전극(903)을  버스  바(905)에  접착시키기 위해서 집전  전극(903)을  버스  바(905)  상에서 솔더
(904)을 300℃에서 용융시켜서 고정시켰다. 이때, 피복된 금속와이어를 버스 바에 솔더링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피복와이어의 일부를 제거하는 한편 로진(rosin)이 들어있는 솔더를 사용하였다. 솔더후에
는 솔더에 함유된 로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IPA로 세정하였다.

(4)공정(3)에까지 제작된 태양 전지 기판을 캡슐에 넣어 태양 전지 모듈을 제작하였다. 캡슐화 방법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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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 1에서와 동일하다.

기타 다른 점들은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다.

이상에서 설명된 공정을 통해 10개의 동일한 태양 전지 모듈을 제작하였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제작된 시료들의 초기 특성을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변환 효율은 6.0 ± 1.02 %로서 특성의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 일부 시료에서는 션트
(shunt) 발생이 관찰되었다.

다음에는, 얻어진 시료에 대해서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신뢰성 시험을 거친 후에 초기 특성 평가에서처
럼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한 변환 효율에 대해서 설명한다.

신뢰성 시험후의 변환효율을 초기 변화 효율에 비해 평균 20 % 정도 낮아 심한 열화가 있었음을 보여주었
다. 또한 션트 비율도 증가하였다.

상술한 실시예 1과 비교예 2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집전 전극을 사용한 태양 전지가 초기수율과 신뢰
성이 더욱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비교예 2]

이 실시예도 종래의 집전 전극 구조를 사용하지만 비교예 1과 비교해서 은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집전 전
극을 버스 바에 접착시킨다는 점이 다르다. 

더욱 상세히 설명하자면, 집전 전극(903)을 버스 바(905)에 접착하기 위해서, 집전 전극(903)을 버스 바
(905) 위에 배치시키고 은 페이스트(C-220 Amikon사에서 공급)를 도트 도포하였다. 이어서 열풍오븐(도시 
안됨)에서 150℃로 30분 동안 은 페이스트(904)를 경화시켰다.

그 다음,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캡슐화하여 태양 전지 모듈을 제작하였다.

이상 설명된 공정을 통해서 10개의 동일한 태양 전지 모듈을 제작하였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제작된 시료들의 초기특성을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변환효율은 6.1 ± 0.92 %로서 특성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일부 시료에서는 시리얼저항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접착이 불충분하여 은 페이스트를 건조경화시키는 도중에 집전 전극(903)이 버스 
바(905)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얻어진 시료에 대해서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신뢰성 시험을 거친 후에 초기 특성 평가에서처
럼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한 변환 효율에 대해서 설명한다.

신뢰성 시험 후의 변환 효율은 초기 변환 효율에 비해 평균 17 % 정도 낮아 심한 열화가 있었음을 보여주
었고 또 시리얼저항도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상술한 실시예 1과 비교예 2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집전 전극을 사용한 태양 전지가 초기수율과 신뢰
성이 더욱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실시예 2]

이 실시예에서는 제6도에 도시된 전극 구조를 갖는 제1(a)도와 1(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 태양 
전지로 이루어진 태양 전지 모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제6도에는, 태양 전지 기판(600); 태양 전지 표면(602); 집전 전극(603); 접착재(604); 및 버스 바(605)
가 도시되어 있다. 태양 전지 기판(600), 집전 전극(603), 접착재(604), 및 버스 바(605)는 실시예 1에서
와 동일하다.

다음에는, 이 실시예의 태양 전지 모듈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태양 전지 기판((601)은 길이 30 cm, 전지 유효 면적 900 cm
2
의 사각형상이 되도록 염화 제2철을 주성

분으로 하는 에칭 페이스트와 시판되는 인쇄기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의 투명도전막을 제거하였다.

(2)태양 전지 기판의 이면에는 접착제(604)로서 점착테이프(VHB Sumitomo 3M사에서 제조 공급)를 접착 배
치한 다음, 집전 전극(603)을 5.5 mm 간격으로 길게 배치하고, 다시 이것을 이면쪽으로 접어서 접착제 위
에 고정시켰다. 이때 태양 전지 기판(601)의 모서리부나 이면에서 집전 전극(603)이 단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착테이프(604)를 모서리부나 이면의 음극부가 충분히 절연되도록 배치하였다. 그 다음, 버스 바
(605)로서, 경질동을 은 클래드(silver clad)로 피복한 동박을 집전 전극(603)과 접착제(604)위에 배치하
였다.

(3)집전  전극(603)을  반도체층  면(602)에  접착시키기  위해서  가열장치(도시  안됨)를  사용하여  온도 

190℃, 시간 1분, 압력 1 kg/cm
2
의 조건으로 가열 압착하였다. 또한 집전 전극(603)을 버스 바(604)에 접

착시키기 위해서도 가열장치(도시 안됨)를 사용하여 온도 190℃, 시간 15초, 압력 5 kg/cm
2
의 조건으로 가

열 압착시켰다.

(4)단계(3)까지 제작된 태양 전지를 캡슐화하여 태양 전지 모듈을 제작하였다. 캡슐화 방법은 실시예 1에
서와 같다.

기타 다른 점도 비교예 1에서와 같다.

이상 설명된 공정을 통해 10개의 동일한 태양 전지 모듈을 제작하였다.

다음에는, 이렇게 제작된 시료의 초기 특성을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설명한

19-8

1019960024431



다. 특성은 션트 저항이 200-500 kΩcm
2
, 변환효율이 9.0 ± 0.02 %로서 변동한계를 만족하였다.

다음에는, 얻어진 시료에 대해서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신뢰성 시험을 거친 후에 초기 특성 평가에서처
럼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한 변환 효율에 대해서 설명한다.

시험후의 변환 효율은 초기 변화 효율에 비해 평균 2 % 정도 낮아 심한 열화는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실시예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태양 전지는 그 특성과 신뢰성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실시예 3]

이 실시예에서는 제7(a)도 및 7(b)도에 도시된 전극 구조를 갖는 제2(a)도 및 2(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 태양 전지로로 이루어진 태양 전지 모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제7(a)도 및 7(b)도에는, 태양 전지 본체(700); 반도체층(702); 집전 전극(703); 버스 바(705); 및 접착
제(704)가 도시되어 있다. 집전 전극(703), 버스 바(705), 및 접착제(704)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다.

제2(a)도 및 2(b)도에 도시된 태양 전지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 집전 전극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태양 전지 본체(700)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결정계 태양 전지 기판을 이용하여 제
작하였다.

다음에는 본 실시예의 태양 전지 모듈 제작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1)CZ 결정성장법을 이용하여 p형으로 제어된 실리콘 단결정을 제작하여 이를 얇게 잘라서 두께 약 300 
μm 정도의 실리콘 웨이퍼(201)를 제작하였다. 

(2)이 웨이퍼(201) 위에 P2O5를 도포확산시켜 n
+
층(202)을 형성하였다.

(3)이 웨이퍼(201)의 이면(즉, n
+
층(202)의 반대면)에는 스크린 인쇄기(도시 안됨)를 이용하여 은 페이스

트를 인쇄하고 가열 소성시켜 하부전극(203)을 형성하였다.

(4)상기 n
+
 층(202)을 형성하는 면상에는 접착제(203)로서 실시예 1에서와 같은 점착테이프를 기판 중심에 

접착 배치하였다. 그리고 실시예 1에서와 같은 집전 전극을 수광면을 이루는 n
+
 층(202)에 동일한 방법으

로 배치하였다.

(5)버스  바(206,  705)로서,  경질동을 은  클래드로 피복한 동박을 집전  전극(204,  703)과  접착제(205, 
704) 위에 배치하였다.

(6)실시예 1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집전 전극(204, 703) 및 버스 바(206, 705)를 전극간격 8.5 mm로 하여 
가열 압착하여 형성하였다.

(7)SiO2막을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반사 방지막으로서 형성하였다.

(8)단계(7)까지 제작된 태양 전지 기판을 캡슐화 하여 태양 전지 모들을 제작하였다. 캡슐화 방법은 실시
예 1에서와 동일하다.

이상 설명된 공정을 통해서 10개의 동일한 태양 전지 모듈을 제작하였다.

다음에는, 이렇게 제작된 시료들의 초기 특성을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설명

한다. 특성은 션트 저항이 300 내지 650 kΩcm
2
, 변환효율이 10.2 ± 0.02 %로서 변동 한계를 만족하였다.

다음에는, 얻어진 시료에 대해서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신뢰성 시험을 거친 후에 초기 특성 평가에서처
럼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한 변환효율에 대해서 설명한다.

신뢰성  시험후의  변환  효율은  초기  변환효율에  비해  평균  2  %  정도  낮아  심한  열화는  없는  것을 
나타났다.

본 실시예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도전성수지가 피복된 금속와이어로 이루어진 집전 전극을 이용한 태
양 전지는 그 특성과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4]

이 실시예에서는 제8도에 도시된 전극 구조를 갖는 제1(a)도 및 1(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 태양 
전지로 이루어진 태양 전지 모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제8도에는, 태양 전지 본체(800); 반도체 막(802); 집전 전극(803); 접착제(804); 버스 바(805); 및 도전
성 접착제(806)이 도시되어 있다. 

다음에는 본 실시예의 태양 전지 모듈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명 도전막을 형성하였다.

(2)접착제(804)로서는 실시예 1에서와 같은 점착테이프를 접착 배치하였다. 집전 전극으로서는 두께 2 μ
m의 은 클래드 층을 동선위에 형성시킨 직경 100 μm의 은 클래드 동선을 5.5 mm 간격으로 길게 배치하여 
상기 접착제상에 고정하였다.

(3)버스 바(805)로서 경질동을 은 클래드로 피복시킨 동박에는 실시예 1에서 금속 와이어에 피복된 것과 
동일난 도전성 접착제를 도포하여 집전 전극(803) 및 접착제(804) 위에 형성하였다.

(4)도팅기(dotting machine)(도시 안됨)를 사용하여 집전 전극(803) 위에 5 mm 간격으로 도전성 점착성
(806)를 점점이 도포배치하였다. 도전성 접착제를 건조시킨 후에, 실시예 1에서 처럼 온도 190℃, 시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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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압력 0.5 kg/cm
2
의 조건으로 가열 압착하여 집전 전극(803)을 형성하였다. 

(5)집전 전극(803)을 버스 바(804)에 접착시키기 위해서 가열 장치(도시 안됨)를 사용하여 온도 190℃, 

시간 15초, 압력 5 kg/cm
2
의 조건으로 가열 압착하였다.

(6)단계(5)까지 제작된 태양 전지 기판을 캡슐화하여 태양 전지 모듈을 제작하였다. 캡슐화 방법은 실시
예 1에서와 동일하다.

이상 설명된 공정을 통해 10개의 동일한 태양 전지 모듈을 제작하였다. 

다음에는,  이렇게  제작된  시료의  초기특성을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특성은 션트 저항 200 내지 300 kΩcm
2
, 변환 효율 8.7 ± 0.02 %로서 변동한계를 만족하였다.

다음에는, 얻어진 시료에 대해서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신뢰성 시험을 거친 후에 초기 특성 평가에서 처
럼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한 변환 효율에 대해서 설명한다.

신뢰성 시험 후의 변환 효율은 초기 변환 효율에 비해 평균 2 % 정도 낮아 심한 열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
냈다. 

본 실시예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태양 전지는 그 특성과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집전성, 직업성, 및 생산성이 우수한 광기전력 소자의 전극 구조
를 제공한다.

또한 광기전력 소자에 본 발명의 전극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 광기전력 소자의 초기 특성, 장기 신뢰성이 
뛰어나며 생산성도 크게 증대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지 기판 상의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광기전력 소자 기판; 금속 와이어를 포함하는 집전 전극; 및 상기 
집전 전극과 접촉하는 버스 바(bus bar)를 포함하는 광기전력 소자에 있어서, 상기 광기전력 소자 기판의 
일부 상에 접착제 또는 결합제가 제공되고, 상기 접착제 또는 결합제 상에 상기 집전 전극의 적어도 일부
가 제공되며, 상기 접착제 또는 결합제의 적어도 일부 및 상기 집전 전극 상에 상기 버스 바가 제공되어, 
상기 집전 전극과 상기 버스 바가 상기 접착제 또는 결합제에 의해 상기 광기전력 소자 기판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와이어의 적어도 일부가 도전성 페이스트(conductive paste)로 피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바의 적어도 일부가 도전성 페이스트로 피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기전력 소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집전 전극과 상기 반도체 층 사이에 결합제 또는 접착제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제는 아크릴계, 고무계, 실리콘계, 폴리비닐에테르계, 에폭시계, 
폴리우레탄계, 나일론계, 폴리아미드계, 무기계 및 혼합형(composite) 접착제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제는 전기 도전성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재는 접착 테이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 테이프는 전기 도전성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바는 Cu, Ag, Au, Pt, Al, Sn, Pb 및 Ni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재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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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바는 표면 금속층으로 피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금속층은 Ag, Pd, Ag-Pd 합금, Ag, Ni, Sn 및 상기 금속을 포함하는 합금으
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12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페이스트는 적어도 도전성 입자 및 고분자 수지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 수지는 에폭시수지, 우레탄수지, 페놀수지, 폴리비닐포말수지, 
알키드수지, 페녹시수지, 폴리아미드이미드수지, 폴리아미드수지, 멜라민수지, 부트랄수지, 불소수지, 아
크릴수지, 스티렌수지, 및 폴리에스터수지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기전력 소자.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입자는 그래파이트, 카본 블랙, In2O3, TiO2, SnO2, ITO, ZnO 및 도프된 반

도체 산화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와이어는 Cu, Ag, Au, Pt, Al, Mo 및 W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와이어는 표면 금속층으로 더 피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금속층은 Ag, Pd, Ag-Pd 합금, Ag, Ni, Sn 및 상기 금속을 포함하는 합금으
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와이어는 직경이 25 μm 내지 1 mm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층은 단결정이 아닌(non-monocrystalline)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
자.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층과 상기 집전 전극 사이에 투명한 도전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21 

기판의 제1 부분 상에 적층된 반도체층, 상기 기판의 제2 부분 상의 접착제 또는 결합제, 상기 접착에 또
는 결합제 상에 고정된 집전 전극, 및 상기 접착제 또는 결합제 상에 고정되어 상기 집전 전극에 전기적
으로 접속된 버스 바를 포함하는 광기전력 소자에 있어서, 상기 집전 전극은 금속 와이어를 포함하며, 상
기 버스 바는 상기 집전 전극 상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집전 전극의 일부 및 상기 버스 바는 도전성 페이스트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와이어의 적어도 일부가 도전성 페이스트로 피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바의 적어도 일부가 도전성 페이스트로 피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집전 전극과 상기 반도체 층 사이에 결합제 또는 접착제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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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제는 아크릴계, 고무계, 실리콘계, 폴리비닐-에테르계, 에폭시계, 폴리우레탄
계, 나일론계, 폴리아미드계, 무기계 및 복합형 접착제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제는 전기 도전성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제는 접착 테이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 테이프는 전기 도전성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30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바는 표면 금속층으로 피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금속층은 Ag, Pd, Ag-Pd 합금, Ag, Ni, Sn 및 상기 금속을 포함하는 합금으
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32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페이스트는 적어도 도전성 입자 및 고분자 수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 수지는 에폭시수지, 우레탄수지, 페놀수지, 폴리비닐포말수지, 
알키드수지, 페녹시수지, 폴리아미드이미드수지, 폴리아미드수지, 멜라민수지, 부트랄수지, 불소수지, 아
크릴수지, 스티렌수지, 및 폴리에스터수지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기전력 소자.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입자는 그래파이트, 카본 블랙, In2O3, TiO2, SnO2, ITO, ZnO, 및 도프된 반

도체 산화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3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와이어는 Cu, Ag, Au, Pt, Al, Mo 및 W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와이어는 표면 금속층으로 더 피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금속층은 Ag, Pd, Ag-Pd 합금, Ag, Ni, Sn 및 상기 금속을 포함하는 합금으
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38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와이어는 직경이 25 μm 내지 1 mm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39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층은 단결정이 아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40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층과 상기 집전 전극 사이에 투명 도전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광기전력 소자.

청구항 41 

광기전력 소자 형성 방법에 있어서, 반도체층 또는 상기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투명 도전층의 적어도 일
부 상에 접착제 또는 결합제를 배치하는 단계; 상기 접착제 또는 결합제에 의해 상기 반도체층 또는 상기 
투명 도전층 상에 금속 와이어를 포함하는 집전 전극을 고정하는 단계; 상기 집전 전극 및 상기 접착제 
또는 결합제 상에 버스 바를 배치하고, 상기 버스 바를 접착제 또는 결합제에 고정하는 단계; 및 상기 집
전 전극과 상기 버스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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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와이어의 적어도 일부분이 도전성 페이스트로 피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형성 방법.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바의 적어도 일부분이 도전성 페이스트로 피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기전력 소자 형성 방법.

청구항 44 

광기전력 소자 형성 방법에 있어서, 기판의 제1 부분 상에 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기판의 제2 
부분 상에 접착제 또는 결합제를 배치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층 상에, 또는 상기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투명 도전층 상에 상기 접착제 또는 결합제에 의해 금속 와이어를 포함하는 집전 전극을 고정하는 단계; 
상기 집전 전극 및 상기 접착제 또는 결합제 상에 버스 바를 배치하고, 상기 버스 바를 상기 접착제 또는 
결합제에 고정하여, 상기 버스 바를 상기 집전 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형성 방법.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와이어의 적어도 일부분이 도전성 페이스트로 피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 형성 방법.

청구항 46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바의 적어도 일부분이 도전성 페이스트로 피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
전력 소자 형성 방법.

청구항 47 

금속 와이어를 포함하는 집전 전극 및 상기 집전 전극과 접촉하는 버스 바를 포함하는 광기전력 소자용 
전극 구조에 있어서, 상기 광기전력 소자 기판의 일부 상에 접착제가 제공되고, 상기 접착제 상에 상기 
집전 전극의 적어도 일부가 제공되며, 상기 접착제의 적어도 일부 및 상기 집전 전극 상에 상기 버스 바
가 제공되어, 상기 집전 전극과 상기 버스 바가 상기 접착제에 의해 상기 광기전력 소자 기판에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용 전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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