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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manufactured the inkjet printing system for the application into the nano Ag finger line interconnection process

in Si solar cells. The home-made inkjet printer consists of motion part for XY motion stage with optical table, head part,

power and control part in the rack box with pump, and ink supply part for the connection of pump-tube-sub ink tank-

nozzle. The ink jet printing system has been used to conduct the interconnection process of finger lines on Si solar cell.

The nano ink includes the 50 nm-diameter. Ag nano particles and the viscosity is 14.4 cP at 22oC. After processing of

inkjet printing on the finger lines of Si solar cell, the nano particles were measur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fter the heat treatment at 850oC, the finger lines showed the smooth surface morphology without microp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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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평판디스플레이 장치 및 전자회로 패턴 그리고

태양전지 등의 미세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데 비 접촉

방식의 직접 인쇄를 수행하는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1-3].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는 비용절감 및 효

율성 측면에서 기판의 두께가 줄어들고 있으며, 태양전

지에 패턴을 형성하는데 대게 접촉식인 스크린프린터

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판의 두께가 줄어들수록 접촉하여 기판에

압력을 가해야 하는 스크린 프린터로써는 기판을 손상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비 접촉식 나노 입자를 활용

한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4-6]. 

잉크젯 프린팅 기술은 미세 노즐을 통해 나노금속을

포함된 용액을 수십 pl(picolitter)의 방울로 분사하여

수십 µm 폭의 미세 라인을 형성하는 마이크로 패터닝

(patterning) 기술이다[7]. 이러한 잉크젯 프린터는 기존

의 복잡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거치지 않고, 저렴하

고, 신속한 방식으로 원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잉크젯 프린터는 크게 분사방식에 따

라 continuous 방식과 DOD(drop on demand) 방식으

로 구분된다[8]. Continuous방식은 연속적으로 잉크를

토출시킬 수 있다. Drop을 필요한 장소에 기록하기 위

해 전기장을 이용한다. 한편 필요한 시간에만 잉크를

토출하는 DOD 방식은 주로 OA용 프린터에서 사용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20 µm 이하의 미세한 dot까지 도

포가 가능하다. DOD 방식은 또한 구동방식에 따라서

는 piezo 방식과 thermal 방식으로 구분된다. Piezo 방

식은 Epson사에서 개발한 방식으로 전류-전압에 의해

변형되는 piezo소자의 변형에 의한 압력으로 잉크를

밀어내는 압전 방식이며 thermal 방식은 개발회사에

따라 약간씩 구조가 다르나 원리적으로는 heating을

이용하여 bubble을 만들고 이 bubble에 의하여 액적

을 토출하는 방식으로 주로 HP와 Canon사에서 개발†E-mail : kimk@chon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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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no Ag 및 여러 가지 용액들을 토

출하는 피에조 방식의 잉크젯 프린터를 설계 제작하였

다. 실크 스크린 공정으로 제작된 태양전지의 핑거 라

인 위에 2차적으로 잉크젯 프린터로 Ag nano층을 중

첩 도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작된 시료를 FE-

SEM을 사용하여 구조특성을 파악하였다. 

2. 시스템 구성 및 제어

2.1. 시스템의 구성

본 연구는 미세 노즐을 통하여 nano Ag 및 quantum

dot(QD) 등 여러 가지 나노 입자를 프린팅할 수 있는

프린터를 설계 제작한 후 태양전지에 이용하였다[9-

11]. 잉크젯 프린터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된다. 움직

이는 기구부인 하드웨어부와 제어 및 시스템 인터페이

스를 위한 전자부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부로 나누어진다. 하드웨어부는 광학 정반 과 모션을

위한 LM guide부 그리고 head module로 구성되어 있

다. 전자부는 XY축 motor controller, 잉크 분사를 위

한 head control board, 센서의 입출력 board, 시스템

전체의 power supply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제어를

위한 main control board(MPU사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부는 3가지를 사용한다. 프린터 각

부의 센서 등을 제어하는 하드웨어 제어프로그램, 그래

픽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전체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구동은 그래픽

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그려야 할 그림을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환

해 준다. 변환된 파일은 시스템 관리프로그램에 공급해

주고 인쇄 실행한다. 그러면 헤드가 원하는 패턴대로

움직이면서 정해진 위치에서 헤드가 잉크를 토출 한다.

잉크는 주 잉크통과 필터를 거쳐서 보조 잉크통에 저

장되었다가 노즐을 통해 토출한다.

2.1.1. 전체 프레임 및 XY 스테이지

전체적인 프레임은 정밀 제어를 위하여 방진기능을

가진 광학정반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XY축으로의 움

직임은 screw 타입의 LM 가이드를 사용하였다.

Fig. 1은 LM 가이드의 설계도로 크기는 1800 × 900

mm2이다.

2.1.2. Head module

Fig. 2는 제작한 head 부이다. 헤드부의 구성은 잉크

를 분사하는 nozzle, nozzle에 잉크를 공급하기 위한

보조 잉크통, 잉크 분사 압력을 감지하는 압력센서, 공

압을 분배해 주는 방향제어기 head 부의 센서를 제어

하는 head board, 그리고 노즐의 피에조 구동 전력을

공급하는 high voltage board로 구성된다. 잉크는 잉크

공급펌프를 주 잉크 통에서 잉크튜브를 통해서 보조

잉크통으로 보낸다. 보조 잉크통에 들어온 잉크는

level 조절 센서를 사용해서 적절한 수위를 유지한다.

부족분은 이 보조 잉크통에 저장된 잉크는 토출펌프의

고압으로 노즐 쪽으로 이송하여 공급한다. Nozzle 안

에 고여있는 잉크는 음압으로 노즐에 매달려 있다가

high voltage board와 head board의 제어신호를 받아

서 분사되게 된다.

Fig. 3은 spectra사의 SE-128 노즐이다. 128개의 노

즐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즐의 직경은 35 µm이며 drop

size는 30 µm까지 제어가 가능하다. Drop 속도는 8 m/

s이고 작동 온도는 90oC이며 drop 가능한 점도의 범위

는 8~20 cps이다.

Fig. 1. Design of frame and LM guide driven by AC servo

motor: for the frame size of 1800 × 900 × 370mm3.

Fig. 2. Design of head part consisting of 1 head board, 2

high voltage boards, interface board, sub ink tank,

nozzle and ink supply tub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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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high voltage board로 헤드에 고 전압을 인

가시킬 때 사용한다. 헤드의 전압은 0~120 V까지 조절

할 수 있게 high voltage board를 장착 하였으며 인가

전압은 펄스 형태이다. 또한 헤드의 입력 파형에서

rising과 falling time을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Fig. 5는 head board이다. 이 board는 프린터에서 노

즐에 관련된 센서 제어를 담당한다. 그래서 노즐 잉크

통의 수위, 온도조절 등의 제어를 담당하고 있다. 각

보드에는 AVR chip이 부착되고 칩 안에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으며 입력된 프로그램으로 수위나 온도에

이상이 있을 때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Head

board는 nozzle의 온도 감지, nozzle 가열, 차압센서 구

동, 보조 잉크통의 level sensing 등을 수행한다. Head

board는 MPU, IR heater, temp. control, interface로 입

력되어 있다. Head board에는 MPU_head board ATmega

128가 부착되어 있다. 구성부품은 capacitor, resistance,

74HC14, LED, 74HC393, 그리고 diode 등으로 구성하

였다. 이 부분은 보조 잉크통의 level sensing, head

clean, DAC data 처리, 그리고 분사신호의 error 등을

처리한다. Level sensor는 6개 보조 잉크통의 수위를

감지하고 회로부의 LED는 resistance, diode 등으로 구

성하였다. 또 각 보조 잉크통의 레벨센서의 수위가 일

정 이하가 되면 이를 ON/OFF로 감지하는 LED가 저

항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또 74HC393는 74HC CMOS

로서 dual binary 4bit counter이다. 이 counter에서 노

즐에서 분사가 몇 번 되었는지 횟수를 세는 기능을 한

다. 또한 74HC14는 ex Schmitt-Trigger Inverters이고

16 Mhz인 oscillator와 연결하였다. 이 주파수의 sine

wave가 전달되면 일정 전압 이상이면 high이고 일정

전압 이하면 low인 특성을 보이면서 구동전압인 구형

파를 ATmega 128에 입력한다. 

또한 head board상에 IR heater 부분이 있다. 이 부

분은 nozzle의 온도를 감지하는 thermistor와 온도가 지

정된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

열하는 heater를 구동하는 회로를 구비 하였다. 또한

노즐에 가해지는 음압을 측정하는 차압센서를 구동하

는 회로부도 구성되어 있다. 온도를 감지하는 ther-

mistor는 노즐 하나에 하나씩 구성하였다. 이 ther-

mistor에 대한 회로는 510K의 resistor와 2.5VDC의

reference 전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노즐에 가열을 해주는 회로 부분은

MMBT3904, LED, BDX53C, 100uF/50V, TLP521-1로

구성하였다. MMBT3904는 NPN형 bipolar 가열부에

들어가는 전력을 증폭 및 switching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차압센서의 구동회로는 register, capacitor

Fig. 3. Spectra SE-128 nozzle with the diameter of 35 µm,

the drop size of 30 µm, drop speed of 8 m/s, the noz-

zle  temperature of 90oC, and the viscosity range of

8~20 cp.

Fig. 4. High voltage board to supply the voltage of 0~150 V

for piezo-type nozzle.

Fig. 5. Head board: sensing negative pressure in nozzle,

nozzle temperature sensing, nozzle heater, sub ink

tank level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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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OP amp인 LM356을 사용하였다. Temp. con-

trol 부분은 ATmega 128(32) chip에서 수행하며, 이 칩

은 헤드의 동작을 감시하고, 각 nozzle에 달린 heater를

제어하는 프로그래밍을 내장하였다. 그리고 heater의

작동은 LED로 표시한다. Head board상의 Interface부

분은 외부의 motion board, head board 그리고 pump

board 상에 있는 ATmega 128(32) chip과의 통신에 사

용한다. 각 보드에서 오는 신호를 head board나 high

voltage board와 주고 받으면서 헤드를 제어한다. 또한

high voltage board로 신호를 전송해 주는 커넥터를 부

착하였다. 그래서 head board는 컴퓨터에서 받은 전력

과 분사신호를 high voltage board로 공급해 준다.

한편 interface head board는 컴퓨터 이 부분은 컴퓨

터에서 오는 data, fire, head 등 3개의 신호를 받아들이

는 부분이다. Data 부분은 computer에서 오는 분사가

될 노즐의 색상데이터를 받아들인다. Fire 부분은 data

가 다 받지 못한 분사에 대한 나머지 데이터를 받으면

서 분사 개시신호와 헤드위치에 대한 정보를 입출력한

다. 그리고 head 부분은 분사 시 error, high voltage

board의 error, 그리고 emergency 같은 비정상적인 작

동을 컴퓨터에 알려 준다.

2.1.3. Rack box

Fig. 6은 rack box이다 내부에는 power box, control

box, 음압 pump, 주 잉크통 pump, 그리고 주 잉크통이

들어 있다. Power supply는 잉크젯 프린터 시스템에

필요한 파워를 공급한다. Control 부는 XY스테이지의

움직임과 pump의 구동신호 등을 제어한다. 

Fig. 7은 power supply로서 잉크젯 시스템의 각 부품

에 power를 공급한다. power board는 220 V를 공급받

고 220 V를 ±3 V, ±5 V, ±15 V, 24 V, 120 V 등으로 분

기하여 공급한다. 또한 Power board의 구성 부분 중

logic 부분은 전원을 ±5 V, ±3 V를 사용하고 센서 입출

력과 high voltage에 관련한 파형 구현을 위한 회로는

±15 V를 사용한다.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Spectra

head는 DC 80-150 V 영역을 갖으며 DC 120 V를 사

용하였다.

Fig. 8은 motion board 로서 nozzle의 xy축 움직임

제어를 하고 헤드를 필요에 따라 home 위치에 귀환하

게 한다. 그리고 nozzle의 heater에 power를 공급하고

구성하는 부품은 ATmega 128(32) chip이 XY축 그리

고 nozzle heater와 fire error 검출에 쓰이는 power 공

급을 담당한다. 또한 head부와 통신을 하는 connector

가 부착되어 분사 시 error나 high voltage board에서

Fig. 6. Rack box including power supply part, control

circuit part, main ink supply, and negative pressure

part.

Fig. 7. Power supply parts with input 220 V, 5 V for logic

device, ±15 V for DAC and OP amp, 24 V for

valve, nozzle and heater, and 120 V DC power for

piezo nozzle.

Fig. 8. Motion board and AC servo driver part for XY

directional motion and head moving control on

home and limit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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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error신호를 검출한다. 

Fig. 9는 pump board이다. pump board는 pump의 분

사관련 제어를 수행한다. 그리고 main ink level을 감

지하는 sensing용 회로를 부착 하였다. 그리고 pump

board의 전원 입력을 알리는 buzzer가 있다. 주 잉크통

의 각 부분에 잉크를 토출하는 6개의 소형 펌프를 구

동하는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head board의

ATmega 128에서 sub ink tank level의 부족정보를 받

을 수 있도록 RS-422 통신커넥터가 부착되어 있다. 이

RS-422를 통해서 pump board에 있는 ATmega 32에

신호가 도착한다. ATmega 32는 ink pump를 on/off,

main ink level sensor on/off, buzzer 등에 관한 제어신

호를 담당한다. 이 칩은 clock는 0-16 MHz를 사용하여

ATmega 128(32) chip을 동작시킨다. 입출력 port를

통해 잉크공급을 수행하고, motion board와 통신은

RS-232을 사용한다.

2.1.4. 전체 시스템

Fig. 10은 공정으로 개발한 잉크젯 프린터의 개발된

모습이다. Rack box와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다.

Rack box 안의 power supply와 control signal 이 프린

터의 XY축 모터와 헤드 부에 전달이 된다. Rack box

위에 개인용 컴퓨터를 장착한 이 컴퓨터에 내장된 시

스템 관리 프로그램(Oberon)에서 사용자가 프린터를

제어한다. 원하는 패턴을 Oberon에 입력하고 분사시작

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면 분사가 개시된다. 

2.2. 시스템의 제어

Fig. 11은 잉크젯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보드간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각 부분은 컴퓨터에 있는

Oberon software에서 motion board와 head board로 신

호를 전달한다. Motion board에는 XY축 움직임에 관

계된 ATmega 128(32) chip이 장착되어 있다. 이 chip

안에는 XY축 servo motor driver에 구동신호를 인가해

주도록 programming이 되어 있다.

신호를 받은 servo driver는 servo motor에 신호를

공급해 주어서 motor가 Oberon에서 명령한 곳으로 움

직인다. 또한 Oberon software가 장착된 컴퓨터는

head 부와 flat cable로 연결하였다. 이 flat cable을 통

해서 head의 위치를 감지하여 컴퓨터로 위치정보를 전

달한다. 컴퓨터에서 감지하여 모션보드로 위치에 대한

신호를 인가해준다. 위치에 대한 신호를 servo driver에

Fig. 9. Pump board for ink supply and level sensing. 

Fig. 10. Total ink-jet printer system consisted of head

nozzle module (upper arrow), LM guide (middle

arrow) on optical table, power supply, and pump

and motion control circuit modules in rack box

(bottom arrow).

Fig. 11. Sketch of control circuit boards of printing system

including computer signals to motion board, head

board, high voltage board, and pump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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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해 주어 driver의 display 창에 XY축의 좌표를 표

시한다. 

또한 컴퓨터에서 온 신호는 motion board를 거쳐

pump board와 head board, high voltage board, car-

tridge board 등에 전달한다. Head board는 nozzle 근처

에 달린 보조 잉크통의 수위를 감지기능을 하는 level

sensor의 구동회로, nozzle의 온도를 재는 thermistor,

nozzle을 가열해 주는 heater용 회로를 구성하였다. 그

래서 보조 잉크통의 수위가 정해진 한도보다 낮아지면

잉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motion board 쪽으로 신호를

feed back 시킨다. 신호를 받은 motion board는 pump

board에 신호를 보내준다. 신호를 받은 pump board는

모터를 이용해서 따로 비치해둔 주 잉크통에서 보조

잉크통으로 잉크를 공급 해준다. 또한 공압 pump가 부

착이 되어 있어서 보조 잉크 통으로 가는 압력을 감지

하는 주 펌프의 음압을 측정하는 차압센서와 노즐에

양압을 주는 공압 pump를 작동시키는 회로를 부착하

였다. nozzle의 분사를 위해서는 piezo를 구동시켜 주

는 전압을 인가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high volt-

age board을 사용한다.

Head board 위에 high voltage board를 설치하였으며,

이런 high voltage board는 실제로 nozzle에서 잉크를

분사하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노즐의 piezo를 구

동시키기 위해서 전압을 0-150 V 사이로 인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압의 발생을 위해서 capacitor 같은

소자가 회로구성에 포함되고 high voltage board에서

온 전압은 cartridge board로 전달된다. cartridge board

는 노즐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nozzle로 전압신호

가 인가된다.

Software는 3가지가 사용되었다. 첫째는 전체 프린터

를 총괄 제어하는 Oberon program이다. 두 번째는 jpg

같은 그림파일을 Oberon이 인식 가능한 prt 확장자를

갖는 file로 변환하는 rip program이 있다. 세 번째는

motion, pump, head 같은 부분의 data전송과 hardware

구동 및 sensing을 위한 hardware control용 AVR pro-

gram이다. Motion 등에 붙은 avr은 각 부에 붙은 센서

류 들을 구동시키는 program이 되어 있다. Oberon 시

스템관리용 프로그램은 AVR의 ATmega 128(32) chip

과 연동이 된다.

Fig. 12는 프린터 총괄 제어를 위한 Oberon program

의 화면이다. 이 Oberon은 원하는 그림파일을 open/

delete하고 print/stop을 할 수 있다. 또한 Trace창에서는

출력되는 상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다. Configuration

부분에서는 head와 heater의 온도, image의 margin 등

을 조절한다. Calibration에서는 nozzle이 분사되는 타

이밍을 조절하여 패턴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Diagnostic

에서는 주 잉크 통과 보조잉크통의 Ink level을 표시한

다. AVR program은 hardware를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AVR용 editor로 ATmega 128(32) chip 안에 프로그램을

입력하였다. 또한 chip안에는 회로기판과 주제어를 위

한 컴퓨터간에 시리얼 통신, 그리고 회로기판의 상태와

수행명령을 처리하도록 program 되어 있다. 중요한 점

은 rip 프로그램 으로 만들어진 prt파일에 대한 데이터

가 신속하게 헤드로 전달되는 것이고 헤드에 대한

encoder위치 정보를 얻는 것이다. PC 와의 통신을 위해

PCI card를 사용한다. 이 카드의 인식을 하고 관련 함수

를 실행하기 위한 program도 칩 안에 내장되어 있다. 

Fig. 13은 rip program의 초기 화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rip program은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며

(주)이마젠 코리아 사에서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사

용할 전도성 잉크의 색상을 고를 수 있고 원하는 그림

의 사이즈나 출력의 방향 및 크기, 잉크 농도 등을 제

어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patten을 그린 jpg 또

Fig. 13. The rip program for the format change of files

from jpg to prt through the 3-step processes of file

read, ripping, and showing the result.

Fig. 12. Oberon program for system controls in inkjet

printing, including file open/delete, printer status

show, nozzle temperature, nozzle speed display,

main and sub ink tank level, and nozzle-to-wafer

distance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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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if 같은 파일을 prt파일로 변환(ripping)하여 준다.

변환된 그림 파일을 사용자가 Oberon에 입력하면 파일

의 patterning이 가능하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미세 노즐을 통하여 nano Ag 및 quantum

dot 등 다양한 용액 및 금속을 프린터 할 수 있는 잉크

젯 프린터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것으로 이를 태양

전지의 금속배선 공정에 응용하였다. 현재 제작되는 태

양전지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태양전지 표면에

패턴을 형성하는 경우이고 패턴의 폭을 줄이고 높이를

높이기 위하여 1차로 스크린 프린팅을 한 후 1차 스크

린 프린팅 된 패턴보다 폭이 좁은 패턴을 2차로 스크린

프린팅 하는 2단계의 스크린 프린팅을 수행한다[12].

하지만 이 경우 기판에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마이크로 크랙이 형성될 뿐 만 아니라, 기판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실크 스크린 프린팅을 하여 패턴을 형성하고 이 위에

비 접촉식 잉크젯 프린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나노 Ag

잉크를 jetting 하였다.

Fig. 14는 태양전지의 반사방지막 층 위에 실크 스크

린 공정을 수행하여 제작한 finger lines과 bus lines의

금속배선이다. Fig. 14(a)는 실크 스크린공정을 수행하

여 Ag paste로 1차 배선한 태양전지이다. Fig. 14(b)는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하여 2차적으로 finger lines에

nano Ag ink dot을 프린팅한 부분이 선명하게 대비되

는 실제 사진이다. 잉크의 droplet은 실크 스크린으로 1

차 제작한 150 µm의 선폭을 갖는 finger line위에 중첩

시켜 jetting 하였다. 또한 Fig. 14(c)와 (d)는 40 µm 크

기의 Ag nano dot의 FE-SEM 사진으로 110~120 µm 정

도의 간격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jetting한 경우이다. 

Fig. 15(a)는 실크 스크린 공정을 통해 1차적으로 배

선한 태양전지의 finger lines 위에 잉크젯 프린팅 시스

템을 이용하여 2차적으로 나노잉크 배선을 수행한 경

우의 FE-SEM image이다. 20번을 왕복 jetting하여 2차

배선을 형성한 후, 220oC에서 1분간 건조 후에 850oC

에서 10분간 열처리하였다. Fig. 15(b)는 실크 스크린

공정을 통한 태양전지의 finger line의 선 폭은 약

150 µm이고, 이 위에 좌측으로 약 90 µm 폭의 nano

Ag line이 형성되었음을 보인다. Fig. 15(c)와 (d)를 보

면 nano Ag 입자가 Ag paste 위에 올라가고 또한 마이

크로 크기의 공극을 갖는 매우 성긴 구조의 Ag paste

사이로 침투하여 밀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4. FE-SEM images of nano Ag ink dots on the

fabricated solar cell: (a) Poly-silicon solar cell

front view of bus lines, (b) magnified view of 1st

silk screened and 2nd inkjetted finger lines, (c)

nano Ag ink dot array, and (d) magnified view of

nano ink droplet with the diameter of 41 µm and

the distance of 110 µm.

Fig. 15. Planar FE-SEM images for (a) a printed Ag ink

line over lapped on solar cell finger line: (b) the

mognified view for the inkjet printed Ag nano

particle at Part A and the screen printed Ag paste

at Part B, (c) the further magnified view on the

Ag paste, (d) the Ag nano particles on the Ag

paste, (e) the Ag nano particles, and (f) the dried

shape of Ag nano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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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e)와 (f)는 이 nano Ag를 보다 확대한 FE-SEM

사진으로 대략 50 nm 크기의 분포를 갖는 nano 입자

가 뿌려진 듯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태

양전지의 금속배선공정에 있어서, 1차적인 실크 스크

린 공정을 통하여 형성한 마이크로 크기의 공극을 갖

는 Ag paste 위에 2차적으로 나노 Ag 잉크젯 공정을

통하여 배선의 표면부위에 나노입자를 충진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Fig. 16는 실크 스크린 공정으로 형성한 1차 배선

finger line 위에 nano Ag 입자를 2차로 프린팅한 태양

전지 finger line 부위에서의 단면 FE-SEM image이다.

Fig. 16(a)와 (b)를 보면 실크 스크린 공정과 잉크젯 공

정을 통해 전체의 두께는 약 17 µm인 것을 알 수 있으

며, Fig. 16(c)와 (d)를 통해 그 중 약 1 µm가 nano Ag

층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nano Ag입자가 스크린 프

린팅한 Ag paste 층의 표면에 충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Ag paste층이 마이크로 공극을 충진함으로써

최종 열처리공정을 수행한 후에는 마이크로 공극이 제

거될 수 있다. 

Fig. 17은 열처리 공정을 수행 한 후의 finger line

표면의 FE-SEM 사진이다. 열처리 공정은 850oC에서

10분간 공기 분위기에서 실행되었다. Fig. 17(a)는 Ag

paste 층의 구조를 나타내며, Ag paste가 융착되면서

많은 공극을 남기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확대하여

보면 Fig. 17(b)에서처럼 표면의 요철부위가 나타나며

grain 덩어리 사이에 오목부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7(c)는 Ag paste 층 위에 nano Ag 입자가 2차적으로

도포된 경우의 표면 구조를 나타내며, grain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표면이 매우 평탄한 구조를 갖는

다. 이를 확대한 경우인 Fig. 17(d)에서 보면 표면이 매

우 균일하게 평탄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금속배선의 표면 균일도는 태양전지의 금속

배선 공정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Ag paste를

실크 스크린 공정으로 SiNx 층위에 도포 후 열처리 공

정을 수행하게 된다. Ag 금속배선이 Si 에미터층과 오

믹접촉을 이루는 중간에 위치하여 중간의 반사 방지막

으로 증착된 SiNx 층을 통과하여야 하며, 열처리과정

에서 SiNx 층에 crack이 형성되면서 용융 Ag melt가

침투되고 Si 에미터 표면 층을 접촉하게 된다[13]. 이

에 따라 Ag paste 배선높이가 낮아지면서 SiNx 표면

층 위에 남게 되는 Ag paste 층의 높이가 매우 불균일

분포를 갖는다. 또한 표면의 요철이 커짐으로써 배선저

항이 높아지고 표면 층에 남아 있지 못한 부위에서는

전류가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영향을 초래하게 된

다. 따라서 Ag 나노 층의 도포를 통하여 금속배선의

표면형상이 개선됨을 국소적인 측정을 통하여 확인하

였으며, 전기적 금속배선 저항이 개선되리라 사료된

다. 이러한 전기적 배선 특성의 정량적 개선효과는

태양전지의 셀 전체크기에 대해 구체적인 측정을 수

행하는 차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 접촉식 잉크젯 프린터를 제작하였

Fig. 16. Cross-sectional FE-SEM images of printed Ag ink

before heat treatment (20 times head stroke): (a)

Ag ink printed finger line on the screen printed

Ag paste, (b) cross section area of Ag nano

particle on Ag paste (c) magnified view (d) Ag

nano particle deposition with the height of

999 nm. 

Fig. 17. Planar FE-SEM images of finger lines after heat

treatment: (a) Ag paste printed finger line, (b) the

magnified view of (a), (c) Ag ink printed finger

line on the screen printed Ag paste (20 times head

strokes), (d) the magnified view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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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이용하여 태양전지에 응용하였다. 제작된 잉크

젯 프린터는 크게 기구부인 hardware부, 제어 및 시스

템 interface를 위한 전자부, 그리고 소프트웨어부의 3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Hardware부는 시스템을 구성하

는 전체적인 틀과 LM guide부 그리고 head modu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부는 XY스테이지의 servo con-

trol를 위한 구동 motor controller, 잉크 분사를 위한

head control board, sensor의 입출력 board, 시스템 전

체의 power supply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제어를 위한

main control board (MPU 사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software부는 graphic 처리를 위한 rip program과

시스템 전체 제어를 위한 Oberon program으로 구성되

었다. 이렇게 제작된 잉크젯 프린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전지 금속배선인 finger lines에 적용하였다. 1차로

스크린 프린팅된 finger line 위에 2차적으로 nano Ag

입자를 프린팅 하였다. FE-SEM을 이용하여 살펴본 결

과 90 µm의 폭을 가지는 nano Ag가 finger line을 따

라 1 µm 높이로 적층되었고, nano Ag 입자가 Ag

paste 사이의 공극으로 침투하여 밀도를 증가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열처리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Ag paste

층만 적층된 상태에서는 공극이 존재하였으나 나노 층

이 적층 되면 공극이 제거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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