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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대경 태양전지/모듈 소재공정 지역혁신센터”는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 대구시, 그리고 참여 기업들의 재정지원을 받아 2008년 

7월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66억원(국비 73억원, 지방비 30억원, 민자 6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태양에너지 연구 및 산업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시설 공간 및 고가 장비의 인프라(표 1－RIC 1ᆞ2차년도 구축장비)를 구축 중이며, 태양전지ᆞ모듈 관련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과 경

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비지원ᆞ기술개발ᆞ전문인력양성ᆞ창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대경 태양전지/모듈 소재공정 지역혁신센터는 이러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태양전지 산업집적화에 의한 소재부품과 공정장비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을 확대시키고 수익을 증대시키며 태양전지/모듈 관련 중소기업의 중견, 중핵 기업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8대 사업(표 2－RIC 8대 사업)을 통하여 대구경북지역의 태양광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련 기업을 지원하여 미래의 신성장 동력

이며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 전지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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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IC 1ᆞ2차년도 구축 장비  

 

표 2. RIC 8대 사업  

 

 

순번 장비명 장비설명 

1 
모듈 시뮬레이터 

(Module Simulator) 

ᆞ태양광 모듈의 전기적 성능 테스트 및 인증시험평가 활용 

ᆞ향후 태양광모듈관련업체의 효율향상 및 인증지원 

2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기(ICP) 
ᆞppb급 정량/정성 분석 장비   

ᆞ태양전지 용 실리콘 웨이퍼의 도핑 농도(B,P)측정 

3 
홀측정 장비 

(Hall measuring system) 

ᆞ태양전지 투명전극 및 Window layer 신뢰성시스템  

ᆞ캐리어 농도, 이동도, 저항률측정 

4 고온고습장비 

ᆞ태양전지모듈의 열적 스트레스와 적성 시험 

ᆞ온도 85±2 ℃, 상대습도 85±5%로 1,000시간 시험. 최소 회복 시간은 2시간∼4시간 이내 

(KS C IEC 61215의 시험) 

5 온도사이클시험장비 
ᆞ환경온도의 불규칙한 반복, 열전도나 열팽창률의 차이에 의한 스트레스 내구성 시험 

ᆞ고온측 85±2 ℃ 및 저온측 -40±2 ℃ 

6 
옥외설치 태양광전지 

모듈 측정 시스템 
ᆞ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모듈의 종합적인 내구성을 조사하는 시험 

7 
A급 Solar simulator 

(15×15 cm2) 

ᆞ태양전지의 성능 척도인 단락전류, 개방전압, 최대출력, 최대출력 동작전류, 곡선인자, 변환 효율,  

전압, 개정전류, 주변 온도, I-V 커브 등을 측정하는 장치 

8 전자수명 확산 측정 장비 ᆞ태양광 모듈시스템 효율에 중요한 인자(factor)인 캐리어 확산 계수, 수명 및 전류-전압 곡선을 측정 

9 Spectroradiometer ᆞSolar simulator 광원 측정장비 

10 EVA의 강도 및 접착력검사 장비 
ᆞ내구성(고온, 저온, 습도에 대한 저항), 기포발생 제어 및 수축의 정도 등을 시험 

ᆞ가교제, 접착제, UV흡수제, 산화방지제 등의 안정성을 시험 

11 PC-1D simulation ᆞ태양광 모듈시스템의 공정 및 성능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 모델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솔루션 프로그램 

12 자외선 시험 장비 
ᆞ온도 싸이클 시험 전에 자외선(UV) 열화에 민감한 재질과 압착 본드의 특성을 점검하기 위하

여 자외선(UV)을 모듈에 사전방사(precondition)하여 모듈의 내구성을 조사하는 시험 

13 방수 시험 장비 
ᆞ젖은 운전 조건에서 모듈의 절연특성을 점검하고, 또한 비, 안개, 이슬 또는 녹은눈 등으로 생긴 물

기가 모듈 회로의 활전부로 침투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순번 8대 사업 개요 

1 장비활용 장비의 이용과 분석 및 해석을 통한 기업의 기술자생력 제고 

2 연구개발 태양광 관련 기술을 이용한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 

3 인력양성 장비운용 및 품질인증제도 교육을 통한 참여업체의 인력양성 

4 기술이전ᆞ지도 기업체의 애로기술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기술지도 

5 개발기술 사업화 기업체의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경영 자문 및 기술지도 Pool 구축 및 활성화 

6 창업지원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아이템의 조기 발굴 및 육성 

7 마케팅 관련 기술 분야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 채널 확보 

8 네트워크 관련분야 산학연관 기술 포럼 참여를 통한 정보ᆞ기술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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