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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icient and inexpensive solar cells are necessary for photo-voltaic to be widely adopted for mainstream electricity

generation. For this to occur, the recombination losses of charge carriers (i.e. electrons or holes) must be minimized using

a surface passivation technique suitable for manufacturing. Recently it has been shown that aluminum oxide thin films

are negatively charged dielectrics that provide excellent surface passivation of silicon solar cells to attract positive-charged

holes. Especially aluminum oxide thin film is a quite suitable passivation on the rear side of p-type silicon solar cells.

This paper, it demonstrate the interfacial microstructure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mono-crystalline silicon surface

passivated by Al2O3 films during firing process as applied for screen-printed solar cells. The first task is a comparison

of the interfacial microstructure and chemical bonds of PECVD Al2O3 and of PEALD Al2O3 films for the surface

passivation of silicon. The second is to study electrical properties of double-stacked layers of PEALD Al2O3 

/PECVD SiN

films after firing process in the temperature range of 650~9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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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화 방법으로, 전면에서는

광흡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나노 텍스처링 표면구조와

우수한 반사방지막, 고 종횡비의 전면전극, 선택적 도

핑 등이 있으며, 후면에서는 저저항 전극, 후면 반사방

지막(back surface reflector, BSR), local BSF(back

surface field)와 같은 국부 후면전계와 새로운 패시베

이션이 있다[1]. 실리콘 태양전지 이론적 효율인 29%

에서 광학적 손실은 대략 3.6%이며, 재결합 손실은

7.34%로 특히, 후면 영역에서의 재결합 손실은 큰 부

분을 차지한다[2]. 따라서, 고효율 셀 구조에서는 우수

한 후면 패시베이션을 적용하고자 개발 중에 있다. 표

면 패시베이션은 광전효과로 생성된 소수 캐리어들이

실리콘 계면에서 재결합될 확률을 줄임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3]. 다른 효율 향상 기술들은 단락전

류(Isc)가 높아지면 개방전압(Voc)이 낮아지는 서로 상

반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negative field 특성을 갖는 Al2O3 막 후면 패시베이션

은 재결합속도를 크게 낮추면서 단락전류와 개방전압

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므로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에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4,5]. 

본 연구에서는 후면 패시베이션의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negative-field effect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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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O3 박막 패시베이션 구조를 PECVD(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와 PEALD(Plasma-enhanced

Atomic Layer Deposition)로 각각 형성하여 이 구조에

서 firing과 같은 후열처리 공정이 수행되었을 때,

Al2O3/Si 계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가 태양전지의 전기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Al2O3 패시베이션 형성

본 연구에서는 PECVD와 PEALD를 이용하여

Al2O3 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UP Chemical사의 6 N

TMA(Tri-methyl-aluminum, Al(CH3)3)를 Al 전구체로

사용하였다.

PECVD 장비는 아텍시스템의 PECVD Lab-200이며,

반응로, 기판 장치, 가스 배분장치, 플라즈마 소스, 진

공펌프, 시스템 제어부로 이루어져 있다. TMA 응축을

막기 위하여 80oC로 가열하였고, 5N순도의질소 가스

가 사용되었으며 기판을 균일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하

여 10분간 가열하였다.

Al2O3/SiO2 박막의 두께는 각각 20 nm, 100 nm를 목

표로 증착하였다. Al2O3막의 PECVD 공정은 200 W,

10 mTorr, 300oC 조건에서 진행되었으며, SiO2막의

PECVD 공정은 200 W, 20 mTorr, 100oC 조건에서 진

행하였다.

PEALD 장비는 NCD Tech, Lucida M-100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이 장비는 반응로와 반응가스 공급라인,

진공라인, 장비의 밸브동작 등을 제어하고 증착 프로그

램을 수행하는 컨터롤러, RF 발생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반응로는 웨이퍼와 샤워헤드가 서로 수직 방향을 갖

는 수직 타입이며, 반응로 외벽은 냉벽으로 제작되었다.

TMA는 30로 가열하였고, 총 154 cycle을 반복하여

20 nm를 증착하였다. Al2O3의 PEALD 공정은 200oC,

1 torr 조건에서 평균 0.13nm/cycle로 증착하였다.

2.2. Al2O3 막의 후열처리 공정

양산에서 사용 중인 Despatch사의 CDF-7210 IR-

belt 전기로를 이용하여 후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증착

된 Al2O3/SiN 적층막을 Si 계면에서 field effect를 활

성화 하고 동시에 시편 내부응력을 낮추기 위하여 상

온에서 300oC의 온도로 옮겨가는 대기상태에서 10분

간 어닐링 하였다. 

650oC에서 950oC까지 firing 온도 프로파일 이후

Al2O3/Si 계면조직 변화와 전기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해 최고 약 800oC의 프로파일로 대기상태에서 1

분간 firing 공정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Firing 온도에

대한 소수 캐리어들의 수명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최고 온도는 각각 650oC, 750oC, 800oC,

850oC, 950oC 에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ECVD Al2O3 / SiO2 적층막에서 계면조직의 특성

Si 기판 위에 Al2O3막을 증착하는 경우 계면에 SiOx

혹은 aluminum silicate의 형성이 보고되었으며, 이 계

면층의 형성은 증착된 박막의 전체적인 유전상수를 감

소시켜 고유전 물질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없는 문제

점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6].  후열처리에서 Al2O3

막의 패시베이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려

Fig. 1. PECVD Al2O3 / SiO2  HRT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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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나, 정확한 메카니즘과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완

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계면층의 형성 메카니즘이 완

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K.J. Hubbard 등은 열역학적

으로 Al2O3 막과 Si 표면이 직접 반응했다고 추정되지

는 않으며, Al2O3 막이 Si 기판 위에서 안정할 것이라

고 예측하였다[6,7].

계면층은 JEOL JEM-ARM200F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Fig. 1은 PECVD를 이용한 Al2O3 막과 SiO2막

을 기판 양면에 증착하여 firing 후열처리를 한 후 분석

한 단면사진이다. Fig. 1(a)에서 후열처리를 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증착 초기부터 약 2.75 nm 두께의 계

면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b)에서 800oC의 firing 후속 열처리 후 계면층

의 SiOx 두께가 1.35 nm 더 성장한 반면, Al2O3 막은

약 1.3 nm 수축하였다. 이는 PECVD 로 형성 시 덜 치

밀한 Al2O3 막 내부의 불안정한 Al과 Oxygen이 상호

확산과 함께 막 밀도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두께가 수

축되는 변화로 보여진다.

PECVD로 증착한 Al2O3 / SiO2에 대하여 Fig. 2에서

XPS depth profile, Fig. 3에서 Al2p peak, Fig. 4에서

O1s peak를 비교분석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800oC firing 에 의해서 etch time, 520 sec를 기점

으로 Si 쪽에 존재하던 Al과Oxygen 피크 위치가 Si 기

판 외부로 이동하였다는 것과 막이 denser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확산은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5],

firing시 열확산에 따라 증착된 Al2O3 막의 조직이 더

치밀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의 XPS Al2p의 peak

를 분석한 결과, −Al2O3 에 해당하는 75.6 eV에서 관찰

되었으며, firing에 대한 영향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

았다. Fig. 3을 자세히 관찰하면, etch time 400 sec를

기점으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peak 들이 낮은 binding

energy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peak의 절대

값은 분석결과를 정밀하게 보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다. 다른 연구자들의 유사한 실험 분석에 따르면, 절대값

보다는 peak 사이의 간격이 박막의 성질을 규명하는데

Fig. 2. PECVD Al2O3 / SiO2 XPS depth profile.
Fig. 3. PECVD Al2O3 / SiO2  XPS O1s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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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하다고 주장[7] 하므로[7], 이를 시도해 보았다.

Bulk Al2O3에서Al2p와 O1s peak 사이 간격은 456.9 eV

이며, Fig. 3와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as-deposited 상

태와 fired at 800oC된 시료의 두 peak 사이 간격 모두

457 eV로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Fig. 2

의 분석 결과를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3.2.  PECVD 를 사용하여 형성한 Al2O3 / SiO2 적층

막의 계면조직 특성

PEALD를 이용하여 Al2O3 막을, PECVD로 SiN 막

을 증착하여 firing 후열처리를 거쳐 단면을 HRTEM

사진(Fig. 5)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Al2O3 막은 공통적으로 양면으로 증착이 되었다.

Fig. 5(a)은 Al2O3 막을 양면으로 증착한 뒤 PECVD로

SiN 박막이 한쪽 면만 증착되었고, Fig. 5(b)는 PECVD

Fig. 4. PECVD Al2O3 / SiO2  XPS O1s peak.

Fig. 5. Image of PEALD Al2O3 / SiN stacked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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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박막이 양면으로 증착되었으며, Fig. 5(c)는 양면

으로 증착된 SiN 시편을 950에서 firing 공정을 시행하

였다.

HRTEM 사진 분석 결과 증착 초기 계면층의 두께는

1.3 nm이며, Fig. 5(a) 에서 Fig. 5(c) 로 진행 될수록

전체 막의 두께는 거의 일정하지만 Al2O3 layer는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Fig. 5(a)에서 Fig. 5(b)로 진행되었을 때의 결

과를 주목해야 되는데, 초기 Al2O3만 증착되었을 때 계

면층의 두께는 1.3 nm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SiN 막이

양면으로 증착되면서 계면 층은 성장한 반면, Al2O3

layer두께는 감소하였다. 이는 SiN 막을 증착하기 위하

여 450oC에서 10분간 가열 공정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다 정확한 계면 분석을 위하여 XPS depth-profile

과 Al2p, O1s의 binding energy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보았다. Fig. 6의 depth-profile에서 가장 큰 특징은

Fig. 6(a)와 Fig. 6(b)는 별 차이가 없지만, Figs. 6(b)

와 6(c)를 비교하면 Al2O3 layer의 Al원자들이 Si기판

으로 확산하고 (15.64% → 21.5% at 710 ~ 800 sec),

Si 원자들은 외확산(56.9% → 49.2% at 710 ~ 800 sec)

하는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태양전지 후면전극에서 Al-BSF가 형성되는 메

카니즘과 유사한 거동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

러 정확한 원인은 규명하지 못하였지만, Fig. 6(a)에서

Fig. 6(c)와 같이 열에너지가 더 주입될수록 Al원자의

양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EALD로 증착된 Al2O3 / SiN의 XPS Al2p를 분석

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a)에서는 Al2p

peak이 γ-Al2O3에 해당하는 74.1 eV에서 관찰되었다.

Fig. 7(b)의 경우는 불안정한 −Al2O3가에 해당하는

75.8 eV에서 관찰되었으며, Fig. 7(c)에서는 AlSixOy에

해당하는 76.2 eV에서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binding

energy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계면층 두께

의 성장관계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면층 두께의 증가, Al2O3 layer 두께의 감소, 그리

고 Al과 Oxygen의 농도 변화를 연계하여 해석하면

Al2O3/Si 계면에 형성된 층은 SiOx이 아닌 AlSixOy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첫째, Al2O3/Si 계면에서 발생하는 계면층은 PECVD

방법보다 PEALD 방법으로 형성하였을 때 더 두꺼운

계면층이 형성되며, 후열처리 시 계면층 성장률에서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PECVD 방법에 의해 형성된

계면층은 SiOx에 가깝고 PEALD 방법에 의해 형성된

계면층은 AlSixOy 에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PECVD 방법으로 증착된 Al2O3 막은 -Al2O3

Fig. 6. XPS depth profile of PEALD Al2O3 / S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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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성되었으며, 후열처리에 대한 binding energy 변

화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PEALD 방법으로 형

성된 Al2O3 thin film은 초기에 γ-Al2O3로 형성 되었으

나, 후열처리에 따라서 γ-Al2O3에 가까운 binding

energy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SiN 증착에 필요한 450oC의 어닐링이나 firing공

정을 진행할수록 Al2O3 막 영역과 Al2O3/Si 계면층 내에

서는 ‘Al원자는 Al2O3막 내부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산소원자는 Al2O3막 외부로 확산하고자 하는 서로 다른

거동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l2O3 막

에 존재하는 Al interstitials와 Oxygen vacancies가 증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l2O3 막의

negative field특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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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XPS Al2p spectra of PEALD Al2O3 / SiN fil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