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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t issues of solar cell are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Making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solar

cell, there are many effects to development of inexpensive wafer, simplify process and improve optical, electrical

properties. In this the study, the 2 step texturing method using micro blaster was developed to decrease reflection of

incident lights. Air bridge electrode structure is suggested to expand the effective surface area and decrease the series

resistance of finger electrode. The effects of 1 step texturing and 2 step texturing by micro blaster are compared.

Reflectance of 1 step and 2 step texturing are measured 28.7% and 25.5%, respectively. The reflectance of 2 step texturing

sample is lower about 3.2% than 1 step textured sample.

Key Words : solar cell, DRE, micro blaster, texturing 

1. 서 론

태양광에너지는 무공해의 무한한 에너지원으로써 지

구 어느 곳이든 활용 가능하여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광에너지의 대표적

인 활용은 태양전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다. 

태양전지는 재료에 따라 실리콘과 화합물을 사용하

는 무기 태양전지와 염료를 사용하는 유기 태양전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실리콘은 결정질 실리콘과 비결정질

실리콘으로.구분된다. 태양전지 시장에서 결정질 실리

콘은 88%, 비결정질 실리콘은 5%로 현재 사용되고 생

산되는 태양전지는 대부분 결정질 실리콘이 차지하고

있다[1].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은 저가의 웨이퍼 개발 및 공정의 단순화에 의한 저가

격화와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개선에 의한 고효

율화이다. 일반적인 태양전지의 제조 공정은 텍스쳐링

공정, n+층 형성 공정, 반사방지막 증착 공정, 전극형성

공정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KOH, NaOH,

TMAH, HNA, Na2CO3등을 이용하는 텍스쳐링 공정은

공정 장치의 복잡성, 화학 약품으로 인한 위험성과 환

경 오염성, 대면적 태양전지 cell 제작에 방해가 되는

식각의 비균일성 등의 습식 화학 식각 공정의 단점을

고스란히 가지게 된다[2,3].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블라스터(micro blaster) 공

정을 이용하여 이러한 습식 화학 식각 공정의 단점들

을 개선하고, 2단계 텍스쳐링(texturing)으로 향상된 효

율을 가지는 태양전지 cell 표면 텍스쳐링 공정에 관하

여 연구를 하였다. 마이크로 블라스터 공정 기술은 챔

버 내의 압축된 공기/가스에 의해 가속된 미세 파우더

들이 재료와 충돌하면서 충격을 주고, 이때 전달된 충

격량에 의해 물질이 식각되는 기계적 건식 식각 공정

기술이다. 물리적 충격을 이용하는 마이크로 블라스터

공정은 식각 후 표면에 수십 µm 크기의 표면 요철과

수 µm 크기의 미세입자를 형성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

러한 미세입자는 태양전지를 제작할 때 재결합율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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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켜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블라스터로

텍스쳐링한 후 HNA와 TMAH를 이용한 DRE 공정을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텍스쳐링된 표면은 피라

미드 구조나 역 피라미드 구조로 인하여 표면에서의

반사된 빛을 재흡수 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 본 논

문에서는 마이크로 블라스터를 이용하여 태양광의 흡

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그림 1(a)의 1단계 텍스쳐링 공

정, 그림 1(b)의 2단계 텍스쳐링 공정으로 텍스쳐링을

한다. 2단계 텍스쳐링은 1단계 텍스쳐링에서 만들어진

피라미드 경사면에 다시 미세 피라미드를 형성하여 기

존 텍스쳐링에서 입사광의 1회 재반사가 발생하는 것

을 2회 이상 재반사 시켜 광의 반사율을 줄임으로써

태양전지 cell의 광흡수율을 증대시키는 구조를 가지게

한다[4].

1 단계 식각은 50 µm의 Al2O3 파우더를 이용하여

분사압력 400 kPa, 노즐의 X축 이동속도 20 cm/sec, Y

축 이동간격 500 µm, 기판과 노즐과의 간격 2 cm로 고

정시킨 후 015 회까지 충분한 아일랜드의 식각 깊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 단계 식각은 10 µm의

Al2O3 파우더를 이용하여 분사압력 100 kPa, 200 kPa,

노즐의 X축 이동속도 20 cm/sec, Y축 이동간격 500

µm, 기판과의 간격 2 cm로 고정 시킨 후 0~4 회까지

큰 피라미드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였다. 마이크

로 블라스터의 공정 조건은 표 1에서 자세하게 나타내

었다.

텍스쳐링한 기판은 표면의 파티클과 손상을 제거 및

보상해주기 위해 다시 DRE(damege remove etching)

공정을 수행하였다. DRE 공정은 최적화 조건인

HNA(HF:HNO3:CH3COOH=20:45:35)로 1 µm 식각을

실시하였다. HNA 식각 원리는 식 1과 같다. 

3Si + 4HNO3 + 18HF→ 3H2SiF6 + 4NO + 8H2O (1)

여기에서 HNO3는 실리콘 표면을 산화시키고, HF는

산화된 표면을 제거하며 CH3COOH는 표면활성화제와

촉매의 역할을 한다[5].

끝으로 태양전지에 입사되는 태양광의 반사율을 줄이

기 위한 반사방지막 형성 조건을 확인 하였다. PECVD

를 이용하여 SiH4와 NH3가스의 혼합으로 Si3N4를

400 Å 에서 900 Å 까지 100 Å 단위로 증착 후 반사율

측정값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먼저 1단계 식각 횟수 증가와 2단계 식각 횟수 증가

에 대한 반사율을 표 2에서 나타내었다. 1 단계 1 회

식각 공정 후, 2단계 식각의 100, 200 kPa 두 조건 모

두 텍스쳐링 횟수가 늘어날수록 반사율이 줄어드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고, 1단계 2회 이상 식각 공정 후에는

2단계 식각의 100 kPa에서는 3회시 가장 좋은 반사율

을 보이며 200 kPa에서는 2 회때 가장 좋은 반사율을

보인다. 그 이유는 1단계 1회 식각 공정에는 샘플의 전

면이 식각 되지 않아 2 단계 식각 횟수가 더 많이 필요

하기 때문이고, 2 회 이상일 때는 2 단계 식각의 가장

좋은 반사율을 보이는 횟수를 초과할 때 큰 피라미드

경면의 미세피라미드가 생성된 후 큰 피라미드를 파괴

하기 때문에 반사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림 3은 1 단계 식각의 4 회때 2 단계 식각의 횟수

증가에 따른 반사율 비교 그래프이다. 3 회때 가장 좋

은 25.5%의 반사율을 보이고, 4 회때는 반사율이

26.62%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는 1 단계 텍스쳐링한 기판과 2 단계 텍스쳐

Fig. 1. Texturing by micro blaster: (a) 1 step texturing and

(b) 2 step texturing.

Table 1. 1 step and 2 step texturing condition

공정변수 공정조건 

분사압력 (kPa) 400 100, 200

노즐이동속도 (cm/sec) 20 20

공정횟수 (회) 0~15 0, 1, 2, 3, 4 

노즐과기판간격 (cm) 2 2

파우더크기 (µm) 50 10

노즐이동간격 (µm)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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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한 기판의 반사율을 비교한 그림이다. 2 단계 텍스쳐

링한 기판이 1 단계 텍스쳐링한 기판보다 약 3.2% 더

낮은 반사율을 보여준다.

Table 2. Reflectance of texturing

Pressure 400 kPa

50um 공정횟수 0 1 2 4

Pressure 100 kPa

10um 공정횟수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Number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Reflectance 36.9132.5328.1327.9829.2229.3228.7226.6826.6628.7527.7326.7726.1326.2428.7427.8026.4225.5026.62

Pressure 200 kPa

10um 공정횟수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Number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Reflectance 28.3630.6028.5128.2929.3827.5127.6325.9326.9029.0425.6626.4927.0127.5928.6226.1426.8627.4328.36

Fig. 2. The surface SEM image after texturing: (a) 10 µm

1step, (b) 50 µm 1step, and (c) 50 µm, 10 µm 2

step.

Fig. 3. Reflectance according to 2 step etching times after

1 step etching.

Fig. 4. Reflectance of 1 step and 2 step tex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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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파티클과 손상을 보상해주기 위해 HNA를

이용하여 DRE 공정을 하였다. 그림 5는 DRE 전후의

표면 SEM 사진으로 파티클이 제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은 DRE 전후의 반사율 비교 그래프로

DRE 전의 반사율은 약 25%였으며 DRE 후 반사율은

약 29%로 증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사되는 태양광의 반사율을 줄이기 위

한 반사방지막 형성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PECVD

를 이용하여 SiH4와 NH3가스의 혼합으로 Si3N4를

400 Å 에서 900 Å 까지 100 Å 단위로 증착 후 반사율

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700800 에서 최저의 반사율을 가지게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태양전지의 저가격화와 고효율화를

위한 방법으로 마이크로 블라스터를 이용하여 2 단계

텍스쳐링을 제안하였다. 마이크로 블라스터를 이용한

텍스쳐링에서 2 단계 텍스쳐링은 25.5%의 반사율로 1

단계 텍스쳐링의 반사율 28.7%보다 3.2% 낮았으며 그

결과 2 단계 텍스쳐링에서 태양광의 흡수율 증가를 확

인 할 수 있었다. 

태양전지를 마이크로 블라스터를 이용한 2 단계 텍

스쳐링으로 제작한다면 기존 습식 화학 식각 공정의 단

점을 보완 하면서 높은 광흡수율을 가지게 하여 태양전

지의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마이크로 블라스터 공정을 이용한 2단계 텍스쳐링된

태양전지 소자를 제작하여 광학적, 전기적 특징을 확인

하고, 효율을 분석하여 마이크로 블라스터를 이용하여

고효율의 태양전지 소자 제작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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