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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본 기술은 동명대학교 노태정 교수 특허문헌으로 공지화한 “적외선열원을 이용한 비접촉식 태
양전지셀 솔더링 장치“ 기술에 관한 것임

Background
□ 솔더링 작업 공정에서 도체리본과 태양전지 셀의 접합부 가열을 위하여 초음파, 레이저, 열풍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비접촉식 솔더링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열원의 설치비
용이 높아 인두납땜과 유사한 접촉식 솔더링 장치가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그
러나, 접촉식 솔더링 장치가 얇은 두께의 태양전지 셀의 제조에 사용될 경우 태양전지 셀과의
접촉으로 태양전지 셀이 파손되어 불량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열원의 설치비용을 낮
추면서도 비접촉식으로 솔더링 장치를 구성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현재 요구되는 실정임

Key Technology Highlights
□ 본 발명의 목적은 솔더링 장치의 열원으로 적외선열원을 사용함에 따라 태양전지셀 솔더링 장치
를 비접촉식으로 구성하여 솔더링 접합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적외선열원을 이용한 비접촉식 태양전지셀 솔더링 장치를 제공하
는 것에 있음
□ 적외선램프와 같은 적외선열원의 사용으로, 단가가 낮은 비접촉식 태양전지셀 솔더링 장치를 제
공해 줄 수 있어 태양전지 셀의 제조시 시설비 투자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태양전지 셀의 제조
불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이에 따라 제조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적 수익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적외선램프의 사용으로 구조가 단순화됨에 따라 유지보수작업도 간편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태양전지 셀의 품질이 향상되고, 태양전지 셀의 불량률이 낮아짐

Technology Overview
Representative Figure
Fig. 1. 적외선열원을 이용한 비접촉식
태양전지셀 솔더링 장치의 외형도

Fig. 2. 제어기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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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셀 솔더링 장치

Patent
□ 국가 : Korea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등록일) : 10-2010-0140522(2010.12.31) / 10-1185770(2012.09.19)
□ 명칭 : 적외선열원을 이용한 비접촉식 태양전지셀 솔더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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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Analysis
Claim Structure
□ 전체 청구항(8), 독립항(1), 종속항(7) : 단일참조(7) / 다중참조(0)
Exemplary Claim
(청구항 1)태양전지 셀이 배치되는 몸체 프레임과;
상기 몸체 프레임에 고정되어 상기 태양전지 셀을 가열하게 되는 적외선열원 및; 상기 적외선열원의
작동을 제어하게 되는 제어기를 포함하여, 상기 태양전지 셀에 대한 솔더링(soldering) 작업이 수행
되도록 하고, 상기 몸체 프레임에 설치되어 상기 태양전지 셀의 온도를 측정하게 되고, 측정된 상기
태양전지 셀의 온도를 상기 제어기로 입력하게 되는 적외선 온도센서가 더 구비되고, 상기 제어기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고, 상기 태양전지 셀의 솔더링 작업을 위한 제어명령이 입력되며, 상기 태양
전지 셀의 솔더링 작업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되는 컨트롤 패널과; 상기 태양전지 셀의 솔더링 작업
을 위한 온도 프로파일을 저장하게 되고, 상기 적외선 온도센서로부터 상기 태양전지 셀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입력받게 되며, 상기 온도 프로파일과 상기 태양전지 셀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비교하면
서 상기 적외선열원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생성시키게 되는 PLC와; 상기 PLC와 연동되어
제어신호를 전달받게 되고, 상기 적외선열원의 작동 및 출력을 제어하게 되는 적외선열원 컨트롤러
를 포함하고, 상기 적외선열원은 교류전원에 의해 작동되되, 상기 PLC는 상기 적외선열원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아날로그 전압값을 제어신호로 생성하여 상기 적외선열원 컨트롤러로 전달하고, 상기
적외선열원 컨트롤러는 트라이악(triac) 소자를 구비하여 교류전원의 위상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적외선열원을 이용한 비접촉식 태양전지셀 솔더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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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 시장 동향
□ 태양전지는 태양빛을 전기로 직접 변환시키는
전기 발생 기술 장치를 의미함
□ 태양전지 글로벌 시장은 2010년을 기점으로
박막형 태양광발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
기 시작하여, 박막 태양전지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36%에서 2030년 40%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시장은 협소해 실증사업 및 상용화를 위
(태양전지의 시장 전망)

출처 : Sharp

한 사업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치명
적인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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