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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the photovoltaic industry i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low-cost modules with 

increased efficiency by altering the structure of the module. In this study, a PET electrode sheet 

module was fabricated using a cell/module integration. The module was fabricated by connecting 

the PET electrode sheet (stacked on a busbar-less solar cell) to electrodes via a lamination 

process. The electrode sheet was fabricated using flat and grooved PET films. In the module to 

which the A-stage paste was applied, the electrode slipped and disconnected. In contrast, in the 

module fabricated using the paste electrode sheet cured in B-stage, the electrode was not 

disconnected. Following the fabrication of the module using the B-stage paste, the efficiency of 

the module was measured to be 3.173%. Further, the electrode sheet was fabricated by 

increasing the volume of the electrode in order to reduce the series resistance and establish 

smooth contact with the solar cell.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a grooving line of 110 µm, 

the dispenser needle diameter of 150-300 µm, and discharging number of 1 to 2. As the 

discharging needle diameter increased, the amount of paste increased and the electrode 

resistance gradually decreased. However, the solar cell light absorption area decreased with the 

increase in the surface area of the electrode, and the short circuit current gradually decreased. 

Therefore, fabricated module showed a maximum efficiency of 17.012%, which was achieved 

using a discharging number of 2 and needle diameter of 200 µm.

Keywords: 태양광 모듈(PV module), PET 전극 시트(PET electrode sheet), 버스바리스 태
양전지(Busbarless solar cell)

1. 서 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World Energy Outlook”에 따르면 2040년까지 석탄연료가 

에너지 소비를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까지 감소하고, 석유와 가스의 소비는 장기적으

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불어 태양광이 전력부분에서 가장 각광받는 에너지원

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 단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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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1). 현재 태양광 산업은 모듈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기존 구조 변경, 공정 개

선, 수율 향상 등의 전략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전지 모듈 제조단가

를 낮추고 신뢰성이 높아지는 새로운 모듈 기술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극시트를 이용한 태양광 

모듈의 경우 기존 스크린 인쇄된 전극의 종횡비 한계를 극복하면서 태양광 모듈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에 페이스트(paste)를 분사한 전극 시트(sheet)를 제작한 후, 

라미네이션(lamination) 공정으로 전극연결 공정과 태양전지 모듈화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극형성/모듈 

일체화 기술을 적용하였다. 본 기술은 기존 스크린 인쇄된 전극의 인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전기적 손실을 

줄이면서 광학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별도의 태빙 공정 없이 모듈화를 진행함으로써 셀의 파손율을 낮출 수 있

으며2,3), 그로 인한 효율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4-6). 더불어 전극이 인쇄된 시트 사이에 태양전지를 삽입한 후 라

미네이션 공정만으로 모듈 제작이 가능하므로 향후 제작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전극과 핑거(finger) 

간 접촉 포인트의 증가로 전기적 저항을 줄일 수 있어서 출력도 개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양한 공정변수를 

적용하여 모듈을 제작한 결과 17%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극 시트를 이용하여 모듈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공정 최적화를 통해 태양광 모듈의 원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실 험

2.1 전 ․ 후면 전극 형성

버스바리스(busbar-less) 태양전지 제작을 위해 스크린 프린팅으로 전·후면 전극을 형성하였다. 전극 인쇄 

시 변수(압력, 스퀴지 스피드, snap off 등)를 최적화하여 전극을 형성하였다. 전극을 인쇄한 후 RTP를 이용하

여 건조와 소성 공정을 진행하였다. 소성 공정 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온도 프로파일로써 온도가 과다하면 병렬

저항이 감소하여 충진률(fill factor) 특성이 저하되고, 반대로 소성온도가 낮으면 금속의 선 저항과 직렬저항이 

증가한다. 열처리 시간이 길면 전극과 p-type의 웨이퍼와 접촉이 되어 션트(shunt)가 일어나게 되고, 시간이 너

무 짧으면 오믹(Ohmic) 접촉이 되지 않는다. 또한 높은 온도를 가해 전극과 태양전지 간 누설을 줄이는 공정도 

중요하지만, 온도의 급상승 후 급냉각 시키는 공정도 중요하다. 전 ․ 후면 전극 형성 후 RTP 장비를 이용하여 전

면과 후면을 같이 소성하는 co-firing 공정을 진행하였으며, 공정 온도 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rocess conditions for co-firing

Process parameter Process conditions

Maintain temperature 500°C

Maintain time 10 sec

Peak temperature 760°C

Cool down time 5 ~ 1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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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ET 전극시트 제작

PET 전극시트 태양광 모듈 제작을 위해 홈 가공된 PET 필름에 은 페이스트가 분사된 전극 시트 제작이 필요

하다. 전극 시트 제작을 위해 레이저를 이용한 홈 가공을 진행하였으며, 공압 디스펜서를 이용하여 가공된 홈에 

페이스트를 분사하였다. 레이저로는 나노초 UV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홈 가공조건으로는 Table 2와 같다. 

홈 가공 전극 시트 제작 후 공압식 디스펜서(벡스테크놀로지스, EzROBO-Ace)를 이용하여 가공된 홈에 은 페

이스트를 분사하였다.

Table 2 Process conditions for grooving line

Process parameter Process conditions

Frequency 20 kHz

Laser power 60%

Laser speed 300 mm/s

Processing width 110 µm

2.3 라미네이션 공정

버스바리스 태양전지와 PET 전극 시트는 라미네이션 공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극이 연결되면서 셀이 완성

되고 모듈도 완성된다. 전극 시트는 전면구조로 제작하였으며, 후면 전극 접촉은 PET 필름에 리본을 연결하여 

형성하였다. 모듈 적층 구조는 유리/봉지재/전면 전극 시트/태양전지/후면 리본/봉지재/백시트 순으로 적층하

였다. 라미네이션 공정 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내부 온도이며, 본 연구에서 내부 온도는 160℃를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페이스트 경화 조건에 따른 특성

페이스트 경화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자 홈 가공 공정이 적용되지 않은 flat PET 필름에  A-stage 경화(미경

화, uncured) 페이스트와 B-stage 경화(반 경화, partially-cured)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전극을 형성하였다. 이

때 전극 선폭은 120 ㎛, 페이스트 프린팅 횟수 2회 실시하였다. A-stage 경화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모듈을 제작

한 경우 매우 낮은 충진율과 효율이 측정되었다. 이는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A-stage의 페이스트가 적용된 

flat PET 필름 전극 시트를 사용하여 라미네이션 공정 시 전극의 밀림 현상과 단선 및 페이스트의 변형으로 인한 

종횡비 감소의 구조적 손실로 인한 높은 직렬저항이 모듈의 출력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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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 of Position (b) Disconnection

Fig. 1 Electrode image in Module with A-stage paste

Fig. 2 Electrode image in Module with B-stage paste

전극의 밀림 현상 및 단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40℃에서 10분 간 페이스트 B-stage 경화를 실시하였다.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전극 구조 분석 결과는 Fig. 2와 같으며, 전극의 단선이나 밀림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전극의 많이 얇아져서 비쳐 보이는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라미네이션 공정 시 B-stage로 경화된 

페이스트 조건에서 은 입자 간 결합력이 개선되어 형태 유지에 적합하며, 라미네이션 공정으로 인한 열과 압력

으로 안정적인 전극접촉이 이루어졌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B-stage 경화 페이스트를 적용한 전극시트를 이용하여 모듈 제작 결과 효율이 

3.173%로 측정이 되었으며,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저항이 0.12 Ω으로 측정이 되었다. A-stage 경화 페이스트

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면 페이스트의 저항이 낮아짐에 따라 버스바리스 태양광 모듈의 직렬저항이 낮아졌으

며, 이로 인해 전류 수집이 원활해져 효율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으로 직렬저항을 줄이지 못해 낮

은 효율을 보여서, flat PET 필름 시트의 적용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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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ule characteristics with A- and B-stage paste

A-stage paste B-stage paste

Open circuit voltage (VOC) 0.634 V 0.621 V

Short circuit cuttent (IS) 0.021 A 4.478 A

Fill Factor 1.479% 28.02%

Series resistance (RS) 26.46 Ω 0.12 Ω

Shunt resistance (RSh) 13.20 Ω 0.169 Ω

Efficiency 0.001% 3.173%

3.2 홈가공 PET 시트 적용

전극의 체적을 늘려 저항을 낮추기 위해 Fig. 3과 같이 UV 레이저를 사용하여 홈 가공을 진행한 후, 가공된 홈

에 은 페이스트를 분사하여 전극 시트를 제작하였다. 레이저 가공 선폭은 110 ㎛, 분사횟수는 1회로 고정하였

다. 페이스트 분사 시 공압 디스펜서의 니들 직경은 150, 200, 250, 300 ㎛로 가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4(a)는 공압 디스펜서의 니들 직경에 따른 효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니들 직경이 좁아짐에 따라 모듈의 효율은 

감소하였다. 니들 직경이 좁을수록 은 페이스트의 분사량이 적어 전극에 형성된 은 입자들이 적고, 이로 인한 태

양전지 전극 간 접촉이 원활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저항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공압 디스펜서

의 니들 직경에 따른 직렬저항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b)에 나타내었다. 니들 직경이 커질수록 분사

되는 페이스트의 양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전극의 직렬저항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단락전류의 경우 250 ㎛의 모

듈에서 가장 높았으며, 300 ㎛의 모듈에서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는 300 ㎛로 선폭이 늘어남에 따라 태양전지에

서 전극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이 커지고, 이에 따른 전극 면적에 의한 음영 손실(shading loss)로 인해 전류 손

실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니들 직경이 넓어짐에 따라 전극의 직렬저항이 낮아졌으며, 낮은 직

렬저항으로 인한 전극의 전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효율이 상승되었다. 결과적으로 300 ㎛ 모듈의 직

    

(a) Top view (b) Cross-sectional

Fig. 3 Image of PET electrod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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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저항이 250 ㎛ 모듈의 직렬저항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음영 손실로 인한 전류의 손실보다 직렬저항의 감소로 

인한 전극의 전자 수집 능력이 향상되어 보다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a) Module efficiency (b) Short circuit current and series resistance 

Fig. 4 Module characteristics with the varying dispenser needle diameter (grooving line of 110 µm and discharging number 

of 1)

은 페이스트의 분사량을 증가시켜 모듈의 직렬저항을 낮추기 위해 공압식 디스펜서를 이용하여 페이스트 2

회 분사를 진행하였다. 분사 횟수의 증가로 전극의 분사량이 많아지고, 전극의 단면적 증가로 인해 직렬저항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더 많은 은 입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태양전지와의 접촉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자 수집이 원활해져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레이저 홈 가공 선폭은 110 ㎛로 가공하였으며, 공압 디스펜서의 

니들 직경은 150, 200, 250, 300 ㎛로 가변하여 실험하였다. 니들 직경을 가변하여 모듈 제작 후 솔라 시뮬레이

터를 이용하여 모듈 효율 측정 결과 Fig. 5(a)와 같이 각각 15.405%, 17.012%, 16.37%, 15.966%의 효율이 측

정되었다. 효율은 200 ㎛ 직경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다가 250, 300 ㎛ 직경에서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니들 직경의 증가로 인하여 전극의 직렬저항 감소와 버스바리스 태양전지-전극시트 간 원활한 접촉 형

성으로 생성되는 캐리어 수집 이득보다 넓어진 전극 면적으로 인한 태양전지의 음영 손실의 증가가 모듈 효율

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Fig. 5(b)에서 알 수 있듯이, 선폭이 증가함으로써 전극의 저항 감소로 인해 

모듈의 직렬저항은 감소하지만 단락전류는 200 ㎛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선폭이 넓어짐에 따라 음영 손실로 인한 태양전지의 단락전류의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니들직경 200 ㎛에

서 17.012%의 가장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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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ule efficiency (b) Short circuit current and series resistance

Fig. 5 Module characteristics with the varying dispenser needle diameter (grooving line of 110 µm and discharging number 

of 2)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V 레이저를 사용하여 PET 필름에 홈 가공을 진행하고 가공된 홈에 은 페이스트를 분사하여 

전극시트를 제작 후 라미네이션 공정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인 전극형성/모듈 일체화 공정을 진행하였다. 홈 가

공되지 않은 flat PET 필름과 홈 가공된 PET 필름을 사용하여 전극시트를 제작하였다. 먼저 flat PET 필름에 페

이스트를 경화상태를 A-stage와 B-stage 조건으로 가변하여 모듈을 제작한 결과, 페이스트를 A-stage로 경화

한 경우 묽은 특성으로 인한 전극의 밀림현상과 단선이 발생했으며, 라미네이션 공정시 압력으로 인해 전극이 

얇아지고, 이로 인해 저항이 증가하였다. 페이스트를 B-stage로 경화한 경우 전극의 단선이나 전극의 눌림 현상

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항성분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해 3.173%의 낮은 효율을 얻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홈 가공 된 PET 필름에 페이스트를 충진한 전극시트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홈 가공 선폭 110 ㎛, 분사횟수 1~2

회, 공압식 디스펜서 니들 직경 150~300 ㎛로 가변하여 전극시트를 제작 후 모듈화하였다. 니들 직경의 경우 늘

어날수록 효율이 증가하다가 특정 지점 이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니들 직경이 늘어날수록 전극시

트의 전극선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태양전지의 수광 면적이 줄어들어 음영 손실로 인해 효율이 감소하였다. 

레이저 홈 가공선폭 110 ㎛, 분사횟수 2회, 공압식 디스펜서 니들 직경 200 ㎛에서 17.012%의 가장 높은 효율

을 얻었다. 향후 홈 가공 깊이 및 전극 형성 기술을 최적화하면 좀 더 높은 효율을 가지는 신뢰성 있는 모듈 제작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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