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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blaster를 이용한 태양전지용 재생웨이퍼의 표면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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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recycling method of waste wafer has been an area of solar cell to cut costs. Micro_blasting is one of the     

promising candidates for recycling of waste wafer due to their extremely simple and cost-effective process. In this paper,     

we attempt to explore the effect of micro_blasting and DRE(damage removal etching) process for solar cell. The optimal     

process conditions of micro_blasting are as follows: 10 µm sized Al2O3 powder, jetting pressure of 400 kPa, and     

scan_speed of 30 cm/s. And the particles formed on micro_blasted wafer were removed by DRE precess which was     

performed by using HNA(HF/HNO3/CH3COOH) and TMAH(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Structural analysis was     

done using a-step and the XRD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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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환경오염과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한 노력으로     

그린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      

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증가와 저가격화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저가격화를 실현하는 방법      

으로 폐 실리콘 웨이퍼를 재생하는 방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매일 전 세계적으로 발       

생하는 수 만장의 폐 실리콘 웨이퍼 중 일부만이 재생        

되어지는데 따른 것이다[1]. 이러한 기존 웨이퍼 재생공      

정은 높은 재처리 비용과 복잡한 공정 등의 단점을 가        

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icro blaster를 이용하여 폐 실리콘 웨이퍼 표면을 식       

각 하였다[2]. 

Micro blaster는 Fig. 1에서처럼 챔버 내에 압축된 공     

기나 가스에 의해 가속된 미세 파우더들이 재료와 충     

돌하면서 재료에 충격을 주고 그 충격에 의해 물질이     

식각되는 기계적 건식 식각 공정 기술이다. 

이러한 물리적 충격을 이용하는 micro blaster 공정     

은 기존 재생공정보다 낮은 재처리 비용으로 간단하게     

재생웨이퍼를 제작할 수 있지만 식각 후 표면에 수십     

µm 크기의 표면 요철과 수 µm 크기의 particles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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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nciple of micro bl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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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particles은 태양전지를     

제작할 때 재결합율을 증대시켜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      

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       

여 micro blasting 후 HNA와 TMAH를 이용한 DRE       

공정을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먼저 폐 실리콘 웨이퍼와 같은 표면을 형성하기 위       

하여 시편 표면에 각각 Al(2000 Å), Si3N4(3000 Å),       

SiO2(1 µm), AZ1512(1 µm)를 형성하고, micro blaster      

를 이용하여 표면을 식각 하였다. 이전의 연구결과에서      

10 µm의 Al2O3 powder를 이용하여 Al, PR, SiO2 그리        

고 Si3N4 박막을 분사압력 400 kPa 조건으로 micro       

blasting하는 것이 최적 조건임을 확인하였다[3]. 이를     

기준으로 nozzle의 scan speed를 10 cm/s, 30 cm/s,       

50 cm/s으로 변화 하면서 식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때의 공정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Micro blasting 공정 이후 ultra sonic을 이용하여 표       

면을 세척하고 기본적인 RCA 공정을 진행하였다.

Alpha step을 이용하여 식각 깊이와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고, XRD(X-ray diffractometer)를 이용하여 tar-    

get 물질의 잔존 유무를 확인하였다. Micro blaster 공       

정 후 표면에 발생한 particles과 요철을 제거하는 DRE       

공정으로 이방성 etchant인 TMAH와 등방성 etchant인     

HNA를 이용하여 표면을 개선하였을 때의 차이를 확      

인하였다. 이때 TMAH 공정은 농도 25 %, 90 oC에서        

20분, 40분, 60분 동안 수행하였고, HNA(HF:HNO3:     

CH3COOH=1:2:3) 공정은 20 oC에서 10 s, 20 s, 30 s,         

60 s, 180 s, 300 s, 600 s를 수행하였다. 이후 표면에 발           

생한 particles과 요철을 제거되는 시간과 표면의 상태      

를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를 이용     

하여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는 폐 실리콘 웨이퍼 표면 물질을 micro       

blaster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표면개선을 통해 폐 실리      

콘 웨이퍼를 재생하였다. 노즐 이동속도에 따른 식각     

깊이와 거칠기의 변화 정도를 Fig. 2에서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노즐의 이동속도가 증가 할수록 식각 깊이     

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노즐 이동속도에 따라 표면에     

식각되는 깊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속의 노즐     

이동속도에서는 표면에 충돌하는 미세 파우더 입자 수     

가 증가하여 식각되는 깊이가 깊어지고, 고속의 노즐     

이동속도에서는 단위면적당 단위시간당 충돌횟수가 감    

소하기 때문에 식각되는 깊이가 얕아진다. 노즐 이동속     

도가 50 cm/s 일 때 표면에 충돌하는 입자의 수가 적어     

가장 얕게 식각이 되고, 표면이 평탄한 반면, 노즐 이     

동속도가 늦어질수록 식각 깊이와 표면의 거칠기가 증     

가함을 보이는데, 특히 노즐 이동속도 30 cm/s 이후에     

급격한 표면 거칠기의 감소를 보인다. 이는 30 cm/s 이     

상의 노즐 이동속도에서는 노즐에서 분사되는 파우더     

가 연속적인 표면 식각을 가능케 하는 범위를 넘어섰     

음을 의미한다.

폐 실리콘 웨이퍼 표면 물질이 남아 있으면 웨이퍼     

를 재생할 수 없으므로 XRD를 이용하여 표면 물질의     

잔존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Fig. 3에 나타내었다. 노즐     

이동속도가 50 cm/s일 때 표면 물질이 남아 있고, 노즐     

이동속도가 30 cm/s 이하 일 때 표면 물질이 전혀 남아     

Table 1. Process conditions of micro blasting

파우더 Al2O3, 10 µm

기판과 노즐과의 거리(cm) 3

분사 압력(kPa) 400

노즐 이동속도(cm/s) 10, 30, 50

Fig. 2. Etching characteristics of micro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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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즐 이동속도가     

30 cm/s 일 때 표면 물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고, 식          

각된 깊이도 크지 않아서 가장 적절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Fig. 4는 10 µm의 Al2O3 파우더를 이용하여 분사압       

력 400 kPa, 노즐 이동속도 30 cm/s의 조건으로 micro        

blasting한 후 기본적인 RCA 공정을 거친 시료의 SEM       

image이다. SEM image에서 표면상의 particles과 요철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ultra sonic을 사용한 RCA        

세정 공정을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았다. 태양전지 제작      

시 재결합율을 줄이기 위하여 표면상의 particles을 제      

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TMAH, HNA를 이       

용한 DRE 공정을 수행한 SEM image를 Fig. 5와, 6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5에서 25 % TMAH를 90 oC에서 20분, 40분,     

60분을 수행한 후의 SEM images 이다. 20분 공정 후     

표면의 particles는 모두 제거 되었으며 시간이 증가 할     

수록 (100)wafer의 방향성에 따른 이방성 식각의 영향     

으로 사각 요철 패턴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러한 형상은 태양전지로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최대 600 sec까지 HNA 식각 공정을 이용한 DRE     

공정의 결과를 Fig. 6에 SEM images로 나타내었다. 표     

면의 particles은 약 10 sec 후부터 제거 되었으며 표면     

요철도 점차 감소되어 약 180 sec 후에는 거의 사라짐     

을 확인 하였다. 표면 요철의 정도는 alpha step을 이용     

한 roughness 측정으로 확인 하였으며 Fig. 7에 나타내     

었다.

HNA를 이용한 DRE 공정의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폐 웨이퍼의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공정에서 필수적인 texturing 공     

정을 함에 있어서 표면 particles을 제거한 후 표면 요     

철을 최대한 유지하여 후 공정에서의 texturing 효과를     

갖는 형태로서 폐 웨이퍼를 제작하는 방안과 최대한     

표면 요철을 제거하여 후 공정에서 따로 texturing 공     

정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태양전     

Fig. 3. The XRD patterns of Al_deposited sample after 

micro_blasting.

Fig. 4. SEM image of micro_blasted sample before DRE 

process.
− 293 − J. Kor. Sensors Soc., Vol. 19, No.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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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작에 있어서 실리콘 웨이퍼의 방향성에 따른 습       

식식각으로 texturing 공정을 하지 않는 한 전자의 활       

용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10 sec의 HNA 식각        

을 이용한 DRE 공정이 적절하다.

상기의 HNA 식각을 이용한 DRE 공정의 결과에서,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한 폐 웨이퍼 재생은 일반적인      

목적에서의 폐 웨이퍼 재생과 그 개념을 달리할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micro blasting을 통한 표면         

물질 제거와 이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texturing 효과     

를 표면 particles 제거를 위한 DRE 공정에서 최대한     

요철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Fig. 5. SEM images after TMAH etching.

Fig. 7. Surface roughness of the micro blasted sample 

during HNA etching.

Fig. 6. SEM images after HNA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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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Al2O3 파우더의 크기와 HNA 식각 시간을 중       

요 인자로 하여 공정을 진행 한 후 각 시료의 반사율을         

측정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데 반사율이 낮은 시료는      

입사된 태양광이 반사되지 않고 시료로 흡수됨으로 태      

양전지 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 Fig 8에서 microb-        

laster를 이용하여 표면을 식각 하였을 때 가장 낮은 반        

사율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표면에 parti-        

cles이 많이 잔존하여 반사율은 낮으나 태양전지로 제      

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HNA를 이용하여 표면을     

개선 하였을 때, TMAH를 이용하여 개선한 표면에 비       

하여 반사율이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태양전지 연구에서의 저가격화를 실현 하는 방법으     

로 마이크로 블라스터를 이용하여 폐 실리콘 웨이퍼      

표면을 식각하고 표면을 개선시켜 태양전지용 단결정     

실리콘 기판으로 재생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폐 실      

리콘 웨이퍼 표면 물질을 micro blaster를 이용하여 식       

각한 후 표면에 잔존하는 particles을 제거하기 위하여      

HNA와 TMAH를 이용한 DRE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특성을 alpha step, SEM, XRD를 통하여 확인하였       

다. TMAH를 이용한 DRE 공정은 이방성 시각 특성으       

로 인하여 태양전지의 요철이 모두 제거되어 추가적인     

texturing 공정을 수행하므로 공정이 복잡해지고, HNA     

를 이용한 DRE 공정은 효과적인 파티클 제거와 표면     

요철을 유지로 실리콘 웨이퍼의 부가적인 texturing 효     

과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micro blaster를 이용하여     

폐 실리콘 웨이퍼의 태양전지 실리콘 기판으로 재활용     

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으며 HNA 식각 공정 조건을 조     

절하여 좀 더 효과적인 texturing 구조를 형성 할 수 있     

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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