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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In the crystalline silicon-based photovoltaic system, Si solar cells are connected in series and high voltage 

larger than 1000 V is applied between module frames and cells during the operation. This can generate a 

leakage current through the modules and the loss of efficiency and output power called potential-induced 

degradation (PID) occurs. When the c-Si solar cell module is exposed to a high-temperature, high-humidity 

environment, water molecules penetrates through the back sheet of the module and EVA is corroded, 

which accelerates PID. Various methods to prevent the permeation of water molecules have been widely 

investigated. Here we propose organic/inorganic hybrid coatings that can provide high mechanical flexibility 

as well as low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WVTR). Silamer, a Silane-based inorganic / organic hybrid 

polymer, flattens the surface of the commercial back sheet and Al2O3 grown on top of it suppresses the 

moisture permeation. Additional coating of the organic layer on Al2O3 shows the lowest WVTR of 0.36. 

Key words:   silicon solar cell, moisture barrier, potential-induced degradation, organic/inorganic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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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갈자원인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현대사

회에서 최근 이상기후 현상 및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세

계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원으

로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조 바

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

세우면서, 2조 달러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를 구축하는데 투입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국내에서

도 저탄소 녹색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에 8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는 등 향후 태양광 시장

은 국내외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 태양

광 발전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무한한 태양광

을 에너지원으로 하며,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태양전지는 습기에 의해서 열화되어 효율

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태양전지 후면의 백시

트를 통해 수분이 침투할 경우 투과된 수분이 봉지재로 

사용되는 EVA (Ethylene Vinyl Acetate)로 침투하여 

전기 전도도를 증가시키고, 결국 누설 전류가 발생하여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2) 이러한 문제는 고온, 다습한 가

혹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가속되며, 투습에 의한 EVA의 

부식문제 역시 피할 수 없다. 태양전지 봉지재를 저항성

이 높은 high-ρ EVA나 폴리올레핀 (POE, Polyolefin 

elastomer)으로 대체하면 투습에 의한 효율 감소를 방

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비용 증가가 수반되고 

POE의 경우 EVA 비해 융점이 높아 추가적으로 라미네

이션 공정 최적화가 필요한 한계가 있다.3-5) 투습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barrier 층을 삽입하는 것으로 SnOx, SiNx, TiO2, Al2O3

와 같은 물질들이 우수한 투습 방지 특성을 나타냈다고 

보고되었다. 그 중에서도 Al2O3는 공정최적화가 잘 되

어있고 저렴하며, 우수한 투습 방지 특성을 지닌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고온 고습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Fig.1과 같이 가수분해를 통해 결정질의 boehmite

로 상전이 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결정 내 입계를 통

해 수분이 침투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6,7) 따라서 투습 

방지막으로 Al2O3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산화물이

나 유기층과 함께 다층구조를 만듦으로써 Al2O3의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킨 연구가 진행되었다.8,9) 그 중 Silane 

기반의 유무기 하이브리드 폴리머(silamer)와 Al2O3를 

다층구조로 적용하여 환경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두 층

의 시너지를 통해 투습 방지 특성을 향상시킨 연구 결과

가 보고되기도 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태양전지 후면 

백시트에 silamer/Al2O3/silamer 구조의 유무기 하이브

리드 코팅을 적용하여 투습도를 측정하고 비교함으로써 

유기층인 silamer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약 60 

nm 두께의 비정질 Al2O3와 3μm 두께의 silamer 층을 

반복 적용하는 경우 투습 방지 효과가 매우 향상되었다. 

2.   태양전지 모듈에서의 PID (potential-induced 

degradation) 열화 발생

국내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된 PERC 태양전지 모듈

은 목표로 하는 전압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직렬로 연

결되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 전압이 직렬 연결

된 모듈의 개수에 비례하여 모듈 프레임과 태양전지 사

이에 고전압이 인가되고 누설 전류가 발생한다.2 이처럼 

인가된 고전압에 의한 태양전지의 효율 및 최대 출력의 

급격한 저하를 Potential-Induced degradation (PID)

라고 한다. PID는 고온 다습한 환경일수록 빈번하게 발

생하고, 태양 전지 후면의 수분 침투에 의해 EVA의 전Fig. 1. H2O에 의한 Al2O3의 상전이 메커니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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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도도 상승을 유발하여 누설 전류를 증가시킨다. 습

도 증가에 따른 수분 침투는 주로 태양전지 모듈 하단부

의 백시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높은 온도에서 투과된 수

분은 EVA를 부식시켜 추가적인 태양전지 모듈 성능 저

하를 발생시킨다.10-12) 수분이 침투할 경우 Fig. 2와 같

이 EVA와 백시트 사이의 계면에서 박리가 발생하고, 이

는 태양전지 모듈 모서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박리

는 더 많은 양의 수분 침투를 허용하며, 직렬저항의 증

가로 이어져 결국 출력 저하를 유발한다. 앞서 언급했듯

이, 습도와 온도 상승은 EVA의 화학적 분해를 일으키

며 이때 아세트산과 더불어 기타 휘발성 가스가 생성된

다.13,14) EVA와 후면 백시트 사이에 생성된 아세트산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태양전지 모듈 내에서 여러 가

지 열화 반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먼저, 아세트산은 

EVA의 접착력 손실에 의한 박리를 유도하고 EVA의 분

해 반응을 향상시키는 자가 촉매 작용을 한다.13,14) 둘째

로, 금속 물질 및 금속 배선 연결 부위를 부식시킴으로

써 직렬저항의 증가를 유발하고 태양전지 모듈의 효율

이 감소한다.14) 이처럼 수분은 태양전지 모듈의 출력 및 

효율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태양

전지의 장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3. 투습방지 연구동향

3-1. 투습방지 대체재

3-1-1. high-ρ EVA15)

Ionomer, 고품질 EVA, 열가소성 폴리올레핀과 같

은 높은 비저항(ρ)을 갖는 고분자 필름을 사용하면 PID

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Virtuani 등은 현재 

제조된 대부분의 모듈이 EVA를 봉지재로 사용하고 있

어 EVA의 비저항에 따른 PID 저감 효과에 대해 집중적

으로 연구하였다. 60 ℃/85% RH, 85 ℃/85% RH 조건

에서 각각 PID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EVA 필름의 비

저항 차이가 PID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실험에 사용

된 High-ρ EVA와 low-ρ EVA의 비저항은 각각 1015 

Ω·cm, 6·1014 Ω·cm이었으며, 60 ℃/85% RH 조건

에서 96h 진행했을 때, high-ρ EVA는 약 0.8%, low-

ρ EVA는 약 85% 출력 감소를 보였으며, 85 ℃/85% 

RH 조건에서는 각각 9.2%, 96.6% 감소하였다. 연구 결

과를 통해 high-ρ EVA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PID 방

지 효과를 보이지만 85 ℃/85% RH 테스트 조건에서 

5% 이하의 성능 저하를 목표로 하는 IEC 기준에는 부합

하지 않고 상용화된 EVA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3-1-2. 폴리올레핀4,5,12,16)

EVA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수분 침투에 의해 아세

트산을 생성하며, 낮은 안정성과 높은 투습도로 인해 대

체재로써 폴리올레핀(POE, Poly Olefin Elastomer)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POE는 구성 물질에 초산 비닐이 

함유하고 있지 않아 수분 침투 시 아세트산을 형성하지 

않고 EVA 보다 낮은 수분 투과율을 가지며, 필름의 체

적 저항이 EVA보다 높아 누설 전류에 의한 PID 현상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H. J. Son 등은 모듈 전 후면에서 

반사되는 모든 빛을 흡수하여 발전량을 최대로 끌어내

기 위해 양면 발전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투명 백시트와 

EVA, POE 등의 봉지재 사이의 열화 특성을 연구하였

다. 85 ℃/85% RH의 항온 항습 챔버에서 5000시간 동

안 가속 시험을 진행했을 때, POE/투명 백시트 구조보

다 EVA/투명 백시트 구조에서 단파장 영역에서 장파장 

영역까지 급격한 투과도 감소를 보였으며 그 결과 단락 

전류 밀도가 감소하였다. 또 EVA의 부식으로 인해 발생

Fig. 2.   수분 침투에 의한 PV 모듈의 EVA와 백시트 사이 계면 

박리13)



410 || 세라미스트

정동욱, 장은진, 유상우특 집

CERAMIST

한 아세트산이 전극을 부식시켜 직렬 저항이 증가하고 

fill factor (FF)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POE는 EVA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졌지만, 가격이 비싸고 라미네이션 공

정 시 더 높은 온도와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

3-1-3. Glass-to-Glass 구조15,17)

백시트를 유리로 대체하여 태양전지 모듈의 전후면을 

모두 유리 기판을 사용한 Glass-to-Glass (G-to-G)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구조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유리 기판은 백시트에 비해 우수한 수

분 불침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유리 모듈은 더 

높은 신뢰성 및 내구성 나타낸다. Virtuani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듈 상하부에 유리 기판을 적용한 후 

가장자리를 밀봉하고 85 ℃/85% RH 조건에서 PID 테

스트를 진행했을 때, 576 시간 후에 4.9%의 성능 저하

만을 나타냈다. Y. Zhang 역시 백시트 모듈과 이중 유

리 모듈의 성능 저하를 85 ℃/85% RH 시험을 통해 비

교 분석한 결과, 기존 백시트 모듈은 600 시간 동안 최

대 출력이 13.3%만큼 저하된 반면에, 이중 유리 모듈은 

2.27%만큼만 감소됨을 보고하였다. 이는 하단 유리 기

판이 수분 유입을 줄여 PID 발생을 지연시켰기 때문이

다. 이중 유리 모듈의 사용은 습기와 다양한 스트레스 

조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지만, 두께 및 무게가 증

가하고, 충격에 의한 파손위험이 있어 상용화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3-2. 세라믹 투습방지막

3-2-1. SnOx
18)

박막 태양 전지 적용을 위한 TCGDB (Transparent 

and conductive gas diffusion barriers)는 전극 보

호 및 수분 침투 방지 역할을 수행하며, 저온 ALD 공정

을 통해 증착된 SnOx는 뛰어난 성능의 TCGDB이다. 투

습 방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85 ℃/85% RH 조건에서 

Ca-test를 진행했을 때, ZnO는 전도도가 2일 내에 10

배 이상 감소한 반면, SnOx는 50일 이후에도 균일한 전

도도를 유지했고 10-6 g/m2·day의 매우 낮은 WVTR 

값을 나타냈다고 보고되었다.

3-2-2. TiO2
19,20)

수분 장벽 특성을 가진 다양한 물질 중 TiO2 박막은 

주변 대기에 포함된 산소와 습기에 대한 우수한 장벽 특

성을 나타내어 전자 장치의 수명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ALD 공정을 통해 PET 기판 위에 증착된 60 nm 

TiO2 확산 방지막은 60 ℃/85% RH 조건에서 Ca-test

를 진행했을 때, 6×10-4 g/m2·day의 WVTR 값을 나

타냈다고 보고되었다.

3-2-3. SiNx
21)

최근 수분 침투에 의한 고분자 기판의 열화를 막는 투

명한 산화물층이 플렉서블 전자 장치 분야에 널리 적용

되고 있다. T. Y. Cho 등은 대량 생산에 유리한 무기 단

층 구조의 수분 장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SiNx의 광학 

투과율과 WVTR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Roll-

Fig. 3. 이중 유리 모듈 (a) 및 기존 모듈 (b)의 구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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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oll PECVD로 증착된 SiNx 층은 NH3/SiH4 유속 

비를 3으로 유지하였을 때, 막의 밀도가 가장 높았으며, 

403 nm 두께의 SiNx 증착 후, 40 ℃/90% RH 조건에

서 투습도를 측정했을 때, 1.67×10-3 g/m2·day의 우

수한 WVTR값을 나타냈다. 

3-2-4. Al2O3
9,22)

Al2O3 산화물 층은 높은 수분 불투과성 및 광학적 투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과 기계적 스트레스에 대한 안

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분 침투 방지막으로써 많

은 관심을 받아왔다. C-CVD (Cyclic chemical vapor 

deposition) 장비를 통해 10 nm 두께의 Al2O3을 증착했

을 때, 필름은 3.298 g/cm3의 높은 밀도를 보였으며 투

습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립계가 없는 비정질로 증

착되었다. 또한, 85 ℃/85% RH 조건에서 Ca-test를 

진행했을 때 1.51×10-5 g/m2·day의 낮은 WVTR을 보

였다. 

3.3 Al2O3 부식 방지

Al2O3는 투습 방지 특성과 열 및 기계적 안정성이 우

수하고, 높은 광학 투명성으로 인해 매력적인 재료이

지만,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결정질로 상전

이 하면서 그 성능을 잃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Al2O3를 투습 방지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식을 방

지해야 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

다.6,23)

(1)   HfO2는 결정입계와 공극이 수분 투과 경로를 제공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ALD를 통해 증착한 고

밀도의 Al2O3 박막과 다층구조를 이룰 때, 서로의 

약점이 보완되어 환경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막질

이 치밀해져, 투습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

었다.9)

(2)   SiOx박막의 경우 Si-O-Si 결합은 매우 강하기 때

문에 수산화하기 어렵고, 만약 SiOx 보호층이 용

해되더라도 후속 반응을 통해 다시 규산이 형성되

며, 이는 노출된 수산화된 알루미늄 산화물의 표

면과 역반응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SiOx 보호층이 

재생성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Al2O3 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23) 또 SiO2 층과 다층구조를 

적용하면 Al2O3층의 pin-hole 결함을 덮어서 투

습도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층을 더 증가시킬 경

우 막의 취성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여 오히려 투

습도가 증가하였다.24)

(3)   ZrO2층과 Al2O3층을 다층구조로 적용하면 각 층

의 결정화를 억제할 수 있으며, 또 계면에서 알루

미네이트 상이 형성되어 구조적 치밀화를 통해 막

의 안정성이 향상되어 물에 의한 Al2O3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25)

다양한 산화물층이 Al2O3의 부식 방지에 효과가 있었

지만, 기본적으로 산화물층은 취성 문제가 발생하고, 특

히 ALD와 같은 느린 증착 공정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Al2O3 층에서 발생 가능한 pin-hole, 이물

질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기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26) 그 중에서도 Silane에 기반한 고분자

인 silamer (Silane-based inorganic/organic hybrid 

polymer)는 거친 기판을 평탄화하여 균일한 투습 방

지층이 형성되도록 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Al2O3의 환

경 안정성을 향상시켜 부식을 방지하며, 경화과정 중에 

Al2O3층과 반응하여 Al-Si-O 결합을 통해 pin-hole 

결함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8)

4.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silamer와 Al2O3를 유무기 하이브리

드 코팅하고, 태양전지 백시트에 적용했을 때 유기층인 

silamer의 효과와 투습 방지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

다. PE/PET/PET 구조의 일반적인 태양전지용 백시트

(두께 290 μm)를 5 cm2 크기로 잘라 silamer와 Al2O3

를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하여 투습도를 분석하였다. 

Al2O3는 thermal atomic layer deposition (thermal 

ALD) 장비를 통해 백시트 기판에 증착되었으며, 증착

조건은 Table 1.에 명시하였다. 85 ℃ 이상의 온도에서

는 PET 기판의 부식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 모든 공정

은 그보다 낮은 70 ℃에서 진행하였다.11) Precurso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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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ant는 각각 Trimethylaluminum (TMA)와 H2O

를 사용하였고, TMA와 reactant 노출시간은 0.2초이

며, 소스 노출 후 남은 잔여물들을 배출하기 위해 아

르곤 가스를 80 scccm 흘려주어 30초간 퍼지하였다. 

이 때 압력은 0.4 torr였고, 500 cycle 진행하여 약 60 

nm 두께의 Al2O3층을 얻었다. 전체 샘플 제작 공정은 

Fig. 4에 명시하였다. 유기층으로는 silamer (TB-30, 

Intech Nano-Materials)를 사용하였으며, 스핀코팅 방

법으로 코팅하였다. 코팅 조건은 5000 rpm으로 30초간 

가속한 후 3초간 유지하였다. 코팅된 silamer 층은 진공 

상태의 ALD 챔버에서 온도를 70 ℃로 올려준 후 30분

간 경화를 진행하였다.

증착된 구조의 표면 및 단면 이미지 분석을 위해 

optical microscope (Metallurgical microscope me-

33, DAEMYUNG)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7610F PLUS, JEOL)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투습

도는 MOCON (PERMATRAN-W Model 3/33) 장비를 

이용해 37.8 ℃/100% RH 조건에서 72시간 동안 측정

하였다.

5. 실험 결과

제조된 샘플의 모식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첫 번

째 silamer층은 Al2O3 층의 증착을 돕기 위해 표면을 평

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층은 실질적으로 투습 

방지역할을 수행하는 Al2O3이며, 마지막 3번째 silamer

층은 경화과정 동안 Al2O3층과 반응을 통해 Al-Si-O 

Fig. 5. 제작된 투습 방지막의 모식도

Fig. 4. 유무기 하이브리드 투습 방지막 증착 공정

Table 1. 유무기 하이브리드 투습 방지막 구조 중 Al2O3 층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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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형성하고 Al2O3의 pin-hole 결함을 제거하며 환

경 안정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다. 8)

Silamer의 평탄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광학현미

경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Fig. 6 (a), (b)에 보이듯 기존

의 백시트의 표면에는 매우 많은 스크래치 및 입자들이 

존재하며, silamer 15%용액을 코팅했을 때, 평탄화 효

과는 있었지만, 큰 스크래치와 입자들을 덮지 못했다. 

반면 더 농도가 높은 silamer 30%용액을 사용했을 때

는 Fig. 6 (c)에 보이는 바와 같이 표면의 큰 스크래치

까지 덮어 평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자세한 분

석을 위해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분석한 표면 이미

지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 (a), (b)는 실리콘 웨

이퍼 위에 silamer를 코팅했을 때의 단면 이미지이다. 

silamer 15% 용액을 코팅했을 경우 두께는 약 880 nm

였으며, Fig. 3 (b)로 미루어 볼 때 이 두께는 거친 백

시트의 표면을 평탄화 하기에는 부족한 두께로 생각된

다. 반면 표면의 큰 스크래치까지 평탄화할 수 있었던 

silamer 30% 용액을 사용했을 때의 두께는 약 3.25 μm

Fig. 6.   백시트 표면 광학현미경 이미지 (a) 코팅층이 없는 상태, (b) 15% 농도의 silamer 용액으로 코팅된 유기층, (c) 30% 농도의 silamer 

용액으로 코팅된 유기층

Fig. 7.   코팅 공정에 따른 백시트의 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a) 15% 농도의 silamer 코팅층 단면, (b) 30% 농도의 silamer 코팅층 단면, (c) 

코팅층이 없는 상용 back-sheet 표면, (d) silamer 유기층 없이 증착된 Al2O3 무기층 표면, (e) 30% 농도 silamer 코팅층 위에 Al2O3 

증착 공정 후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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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되었다. Fig. 7 (c)-(e)는 백시트의 표면 이미

지이다. 마찬가지로 기존 백시트의 표면에는 매우 많은 

스크래치가 존재했으며, 평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로 Al2O3를 증착하였을 때에는 표면의 스크래치를 따

라 증착된 Al2O3층에 크랙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반

면 백시트 위에 silamer를 코팅하고 Al2O3를 증착하였

을 경우 표면에 스크래치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를 

통해 silamer층이 효과적으로 백시트를 평탄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무기 hybrid coating 층으로 

보호된 백시트의 WVTR 값으로부터 투습도를 평가하

였다. MOCON 장비를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원리는 두 

챔버 사이에 샘플을 고정시키고, 한 챔버에는 수분을 다

른 챔버에는 질소를 흘려주어 샘플을 투과한 수분이 질

소 속에 포함된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측정은 37.8 

℃의 온도와 100% 상대습도 조건에서 72시간 동안 진

행하였으며,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코팅을 하지 

않은 기존 백시트의 경우 WVTR은 5.2로 측정되었고, 

silamer만 올린 샘플의 경우 WVTR 값은 약 4.7로 투습

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silamer는 

투습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 Al2O3/silamer 샘플과 silamer/Al2O3/silamer 

샘플의 경우 WVTR 값은 각각 3.7과 0.36으로 후자의 

경우가 더 낮은 투습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경화과

정 중에 Al2O3와 silamer 사이에 Al-Si-O 결합이 형성

되어 pin-hole 결함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Silamer와 Al2O3를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함으로써 투

습도를 낮출 수 있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투습도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증착조건 

및 두께를 최적화한다면, 투습도를 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투습도 분

석을 진행할 경우 silamer의 환경 안정성 향상 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투습도 감소에 더 효과

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투습이 태양전지에 미치는 영향과, 투

습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투습 방지막에 대해 알아보

고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 다양한 투습 방지막 중에서 

Al2O3는 저렴하고 공정최적화가 잘되어 있으며, 우수한 

투습 방지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온 다

습한 환경에서 상전이가 발생하여 투습 방지 특성을 잃

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Al2O3의 부식을 막기 위해 

silane 기반의 폴리머인 silamer를 이용해 유무기 하이

브리드 코팅을 적용하였다. Silamer로 인한 평탄화 효

과가 입증되었고, silamer/Al2O3/silamer 3중층 구조에

서 WVTR이 0.36으로 가장 낮았다. 상부 silamer 층의 

경화 과정 중에 Al-Si-O 결합이 형성되어 pin-hole 결

함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조

된 유무기 하이브리드 투습 방지막의 WVTR의 경우 상

용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에 적용되기에 충분한 

수치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공정 최적화가 진행된다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기타 다른 전자소자의 투

습 방지막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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