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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high efficiency of Si-cells, Si wafers were textured by the KOH and NaOH etching solution to decreas the

reflectance at surfaces of the cells. The textured surfaces were shown various types such as isotropic and anisotropic

depending on the etching solution. The reflectance at sample of an anisotropic form with pyramid type was lower than

that of isotropic form. The surface with isotropic form of general tiny circles on the surface increased the efficiency,

however, the reflectance of it was increased. The efficiency was increased on surface with low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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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빛 입자가 실리콘 표면에서 광전효과가 일어나 전기

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리콘이라는 특수한 소재의

PN 접합면에서 빛이 전자로 변환되는 에너지 상호작

용이 일어나야 한다. 빛이 얼마나 전자로 환원되는가

하는 것은 효율로 가름할 수 있으며, 실리콘 태양전지

의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 중에 대

표적인 공정이 표면조직화공정을 들 수 있다.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지 않고 최대한 내부의

PN 접합계면까지 광자가 도달하기 위한 광 폭획 공정

에 해당한다[1-3]. 표면조직화에 의한 광포획 기술은

표면에서의 반사율을 감소시켜서 태양전지의 단락전

류를 증가시키며, 결국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에

속한다[4, 5]. 실리콘 태양전지의 표면조직화 공정은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으며, 플라즈마를 이용한 비등방

성 식각방법인 RIE(reactive ion etching), laser texturing

등이 건식법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lkaline

etching과 acid etching이 습식법에 속한다[6]. 습식법으

로 웨이퍼 표면을 조직화할 때는 KOH, NaOH와 같은

염기성 용액 혹은 HNO3의 산성용액을 주로 한다. 습

식방법에 의한 표면조직화 공정에 의해서 실리콘 웨이

퍼 표면은 등방성 혹은 이방성 특성의 거친 표면이 만

들어진다. 대표적인 이방성인 피라미드의 삼각형 유형

으로 표면이 형성되는 방법으로는 단결정 웨이퍼의

KOH 염기성 용액에 의해서 가능하며, 산성의 용액과

NaOH 용액에 의하여 조성된 표면조직화는 등방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반사율과 효율과는 밀접한 상관성이

있으며, 다결정 실리콘의 경우 염기성 용액으로 표면

을 조직화할 경우 결정립마다 결정 방향이 다르므로

식각 속도의 차이로 인해 표면 형상이 불균일하게 되

므로 효과적으로 표면 반사율을 감소시키기 어렵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염기성 용액과

산성용액으로 표면조직화를 수행하였으며, 반응후 실리†E-mail : Teresa@c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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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웨이퍼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사하였다. 확산공

정이나 금속공정은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졌으며,

texturing 이 끝난 뒤 표면의 거칠기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으로 확인하였다. 셀효율을 측정하

기 위해서 앞면과 뒷면의 전극은 각각 Ag, Al을 각각

사용하였다. 셀의 효율은 솔라 시뮬레이터 LAB50

(Photovoltaic power meter, Polaronix K201)를 이용하

였다.

2. 실험방법

실리콘 태양전지 셀을 만드는 순서는, 광흡수를 높

게 하기 위해서 Si-표면을 거칠게 texturing하기 위해서

KOH용액을 IPA와 DI water (KOH:IPA : DI = 4ml : 8 ml :

240 ml)를 혼합한 용액을 핫플레이트 위에서 80도로

온도를 높여 온도를 유지하면서 45분간 에칭하였다.

NaOH 용액은 NaOH:IPA:DI = 50 ml : 50 ml : 50 ml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핫플레이트 위에서 80도로 온도

를 높여 온도를 유지하면서 25분간 에칭하였다. 실리

콘 태양전지 셀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전지의 p-n 접합

은 POCl3 프리커서와 산호의 혼합기체를 사용한 전기

로에서 이루어졌다. 기체 라인에서 응축을 방지하기위

해서 기체라인은 항상 25oC를 유지하였으며, POCl3 프

리커서는 N2 기체를 사용한 버블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0.5~1.7Ω·cm의 저항을 갖는 p-type(100) Si 기판은 산

업 표준 습식 세정인 RCA (SC-1, SC-2) Cleaning 방

법을 실시하였으며, 확산공정은 890oC에서 12분간 증

착이 이루어졌으며, 열처리 온도는 역시 각각 890oC에

서 5분 동안 Annealing 하여 N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셀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Screen Printer를

사용하여 전면 전극은 Ag, 후면전극은 Al을 사용하여

금속공정을 수행하였다. Annealing은 3-Zone 전기로

방식의 Funace를 이용하였다.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4200,

Hitachi Ltd.)를 이용하여 표면의 물리적인 특성40 ml을

조사하였으며, 샘플의 반사도는 Spectrophotometer

(Likaku, )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Si 실리콘 웨이퍼와 염기성용액과 산성용

액에 의해서 표면조직화를 수행한 샘플에 대한 반사도

를 나타낸다. KOH 에칭 용액에서 표면조직화를 수행

한 박막에서 반사도는 더 낮았다.

표 1은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하여 각각 2개

씩 KOH 와 NaOH 에칭용액을 이용하여 표면조직화를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KOH 에칭용액으로 표면조직

화를 수행한 샘플에서 효율은 낮았다. 그림1의 반사도

는 KOH 에칭용액에 의해서 표면조직화가 이루어진

샘플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KOH 에칭용액에서 반사

도가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고효율 태양전지를 위한 낮은 반사도 이외에 효

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에 대하여 또 다른 원인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는 KOH 에칭용액으로 표면조직화한 샘플의

표면을 3000배 확대한 SEM 사진이다. 실리콘 웨이퍼

의 결정방향에 따라서 에칭 속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표면에 이방성의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이 형성되었다. 

그림 3은 NaOH 에칭용액으로 표면조직화한 샘플의

표면을 50000배 확대한 SEM 사진이다. 표면 전체적으

로 미세하게 등방성의 동그란 모양이 나타났다. 표면조

Fig. 1. Reflectance of sc-Si wafers textured by using of

KOH and NaOH etching solutionss.

Table 1. Electrical Properties of sc-Si solar cells

Etching solution Voc(V) Isc(mA) Jsc(mA/cm2) Pmax(mW) F.F(%) Efficiency(%)

 KOH 0.543 159.654 29.044 29.574 34.1 5.38

 KOH 0.543 155.676 28.32 27.822 32.9 5.06

 NaOH 0.537 129.879 23.627 34.804 49.86 6.33

 NaOH 0.537 129.427 20.708 34.261 49.27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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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가 끝난 샘플의 평탄도를 비교해 보면, KOH 에칭

에 의한 그림 2와 비교할 때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등방성 에칭이 일어난 NaOH 용액에

의한 샘플의 평탄도가 훨씬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표 1에서 효율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NaOH 용

액을 이용한 샘플이 효율이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반사도와 셀 표면의 평탄도를 살

펴보면, 반사도는 표면의 평탄도와 관계가 있으며, 표

면이 거칠 샘플에서 반사도는 낮아진다. 반면에 표면이

고른 등방성 에칭 샘플에서는 상대적으로 반사도가 높

았다. 이러한 반사도의 특성이 태양전지 셀에서 전자를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

해서 POCl3 도핑공정을 수행하고 스크린 프린터를 이

용하여 전극을 만들고 전기적인 특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4와 5는 표면 조직화가 완성된 샘플에 대하여

PN 접합을 만들고 태양전지를 완성하여 측정한 전기

적인 특성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NaOH 에칭 용액에 의하여 표면조직화를 수행

한 샘플에서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단락전류나

Fig. 2. SEM image of surface textured by KOH etching

solution (3,000 times magnify).

Fig. 3. SEM image of surface textured by NaOH etching

solution (50,000 times magnify)

Fig. 4. I-V characteristic of sc-Si cell (KOH) textured by

KOH etching solution.

Fig. 5. I-V characteristic of sc-Si cell (NaOH) textured by

NaOH etching solution.

Fig. 6. Comparison of short-currents between sc-Si cell

textured by KOH and sc-Si cell textured NaOH

etch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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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전압은 KOH 에칭 용액을 이용한 샘플에서 더 높

게 나타났다. 

그림 6은 KOH와 NaOH 에칭용액으로 표면조직화

한 실리콘 전지 셀의 전류특성을 비교하였다. KOH에

서 단락전류가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표1에서 개

방전압 역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최대전력을 나타내는데 최대전력은 NaOH

에칭용액에서 만든 셀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대전력은

F.F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표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표면 조직화가 일어나고 있는 등방성의 에칭효과를 나

타내는 NaOH에 의한 실리콘 셀에서 효율은 높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단락전류나 개

방전류가 높은 경우 효율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상의

결과로부터 단락전류의 증가나 개방전류의 증가가 효

율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F.F 요소가 효율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며, F.F요소는 단락전류 혹은 개방전압

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표면의 평탄도와 관련이 있으며,

태양전지 셀 전체적인 표면의 균일도에 의한 효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태양전지의 표면

조직화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표면을 조직화할 수 있는

KOH를 많이 사용하는데[6,7] NaOH 유기용매에 의해

서 표면이 미세하게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리콘 태

양전지를 만드는 공정이 클리닝, 표면조직화, 도핑공정,

스크린 프린팅 및 열처리 공정 등 최소 5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정마다 이루어지는 성분에 대

한 효율과의 상관성을 직접적으로 찾아서 구분해 내기

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보면,

KOH에 의한 이방성에칭으로 1차 에칭에 의하여 단락

전류와 개방전압을 개선시키고 이차적으로 NaOH에 의

한 등방성에칭을 수행하여 F.F 지수를 개선하게 되면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4. 결 론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을 위한 요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는 고효율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

나로써 다양한 표면조직화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 습식법에 의한 표면조직화 방

법으로 산성용액에 의한 등방성 에칭과 알칼리용액에

의한 이방성 에칭의 경우, 효율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

다. 등방성에칭보다는 이방성에칭인 경우 단락전류와

개방전류가 더 증가하였다. F.F 요소의 증가는 이방성

에칭보다는 등방성에칭인 경우 증가하였다. F.F 요소는

표면조직화가 얼마나 고르고 균일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락전류 증가

나 개방전압의 증가에 의한 고효율화 보다는 표면전체

적인 균일성에 따른 F.F 요소를 증가시킴으로 인한 고

효율화를 추구하는 쪽이 효율을 높게 할 수 있을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도 단락전류

의 값이 낮았지만, F.F 지수가 높은 등방성 에칭에 의한

샘플에서 전력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효율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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