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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research trends of solar cells has focused on the high conversion efficiency and low-cost production technology.
Passivation technology that can be easily adapted to mass production.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experiments with
aim of the following two methods for the fabrication of high-efficiency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In the first task ,
an attempt is formation of local Al-BSF to a number of locally doped dots to increase the conversion efficiency of solar
cells to reduce the loss of Voc overcome. The second major task, rear surface apply in Al2O3/SiNx stack layer, Al2O3
prominent negative fixed charge characteristics. As the result of task, Local Al-BSF and Al2O3/SiNx stack layer applied
to the p-type single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the average Voc of 644mV, Isc of 918mV and conversion efficiency of
18.70% we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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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3]. 낮는 농도로 도핑된 n-type, p-type에서 열산화
막 수준의 패시베이션 효과를 가지며, 높은 농도로 도
핑된 p-type의 경우는 오히려 열 산화막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패시베이션 효과를 가지는 Al2O3 절연막을 후
면 패시베이션으로 적용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4].
실제로, p-type 실리콘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21.4%의
효율을 달성하였고[5], n-type 실리콘 기판 전면에
Al2O3 절연막을 적용하여 23.2% 효율을 달성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p-type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변
환효율을 증가시키는 대안의 하나로, 후면에 negative
charge를 갖는 Al2O3 절연막에 SiNx 막을 형성하여 변
환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하였다. PEALD(plasmaenhanced atomic layer deposition) 공정에 의해 두께
20 nm Al2O3 절연막을 형성하여 적용하였고, 그 위
에 metallization firing에 의한 패시베이션 층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PECVD로 SiNx을 100 nm 증착하

태양전지 산업은 화석에너지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
서 고효율, 저가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고효율화로 가기 위한 많은 대안들이 있지만 양산
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가 패시베이션
향상 기술이다.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 대부분은 단락 전류(Isc)가 높아지면 개방전압
(Voc)이 낮아지는 상반되는 경향을 지니지만, 표면 패시
베이션은 표면 재결합속도 감소로 인해 단락전류와 개
방전압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양전지 고
효율화 기술에 필수적이다[1,2]. 최근에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저가화에 따른 실리콘 기판의 두께가 얇아
지면서 표면 패시베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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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Local Al-BSF(back surface field)를 형성하여
156 * 156 mm2 full size의 태양전지를 제작하여 후면에서
Al2O3와 SiNx 패시베이션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여 비
교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태양전지 제작
Fig. 1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태양전지 제작 순서와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Fig. 1에서 본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사용된 웨이퍼는
비저항 1 ~ 3 Ω·cm, 두께 200±20 μm, 크기는
156*156 mm2인 p-type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
였다. 준비된 기판을 KOH를 이용하여 절단 시 생긴
손상층을 제거하였고, 표면에 KOH와 IPA(isopropyl
alcohol), DI-water를 혼합하여 표면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였다.
텍스처링에 의해 후면에 형성된 피라미드가 패시베
이션 막을 증착 시,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7] 후면에 HF, HNO3, CH3COOH를
혼합하여 chemical polishing을 진행하였다. 그 후 p-n
접합을 이루기 위한 에미터 형성을 위해 POCl3 용액을
이용한 확산공정으로 약 70 Ω/sq의 면저항을 형성하

Fig. 1. Process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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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후면 패시베이션 막은 PEALD와 PECVD를 사용하
여 Al2O3, SiNx를 형성하였다. 전면의 반사방지막으로
는 굴절률 2.0, 두께 80 nm를 갖는 PECVD SiN 막을
적용하였다. 후면 패시베이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Local Al-BSF를 형성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후면에
do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Merk사의 etch
paste와 dot mask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전극 형성은 스크린 프린팅을 사용하였고, 전면과
후면에는 Ag paste와 Al paste를 사용해 전극을 인쇄
하였다. 전극 인쇄 후 약 200oC에서 1 ~ 2분간 건조시
킨 뒤, IR lamp belt furnace를 이용하여 고온에서 열처
리를 통해 전극을 형성하였다.
Fig. 2의 첫 도면은 셀 후면에 SiN/SiN 적층과
Al2O3/SiN 적층 패시베이션이 형성된 셀 모델로서, 각
패시베이션 막의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HRTEM,
SEM을 이용하여 단면 조직을 분석하였고, 셀을 제작
한 후에는 solar simulator를 이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2.2. 후면 패시베이션 형성
후면에 패시베이션 막으로 Al2O3 절연막과 SiNx막을
적용시킨 두 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광변환 효율에 기
여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하게 SiNx
를 적층막로 증착하여 고온 공정에서의 패시베이션 막
의 성능 저하를 막고자 하였다.
후면에 Al2O3/SiNx를 적층으로 증착한 시편에는
PEALD 장비를 이용하여 20 nm의 Al2O3 절연막을 증

Fig. 2. SiN/SiN vs. Al2O3/SiN passiv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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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CVD-SiN deposition gas ratio

Fig. 3. PEALD Al2O3 gas flow.

SiH4
(sccm)

NH3
(sccm)

N2O Ref. index thickness
(sccm)
(n)
(nm)

SiNx

20

10

90

2.0

80

SiNx

20

30

100

1.6

100

을 수행하여 최종 두께 20 nm를 증착하였으며, 증착된
시료의 cross section image를 Fig. 4에 나타내었다.
Al2O3 절연막과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고 후면 패시
베이션의 보호막으로 증착한 SiNx 막은 아텍시스템에
서 제조된 PECVD Lab-200을 사용하였으며, 사전실험
을 통해 얻은 최적 두께를 적용하였으며 막 조건은
Table 1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Fig. 4. Rear passivation cross-section image.

착하였고, PECVD 장비를 이용하여 SiNx 막을 100 nm
증착하였으며 다른 시편에는 SiNx 막을 각각 80 nm와
100 nm를 증착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PEALD-Al2O3 증착장비는 NCD
tech사의 Lucida M-100 모델이며, Al2O3 절연막은 반
응가스로 TMA, H2O, Ar이 사용되었으며 Fig. 3과 같
은 gas 흐름도를 따라 이러한 반복 공정이 총 154 cycle

후면 패시베이션 막인 Al2O3/SiNx와 SiNx/SiNx를 적
층으로 형성한 시편의 HRTEM 단면 사진을 Fig. 4(a),(b)
에 나타내었다. 단면사진에서 20 nm, 80 nm, 100 nm로
증착된 막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후면에 Al2O3 절연막이 적
용되기 위해서는 Si과 컨택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후면 Al 전극으로부터 Al diffusion barrier 역할을 해
야만 Local Al-BSF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Local Al-BSF 형성에 앞서 Al2O3/SiNx 적층막이
metallization 공정 이후 Al diffusion barrier로서 역할
을 확인하기 위해 단면을 분석한 사진을 Fig. 5에 나타
내었다. Al2O3/SiNx 적층막 형성 후 dot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Al diffusion barrier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와 5의 결과를 확인 후, Local Al-BSF를 형성
하기 위한 dot patterning 공정을 진행한 결과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Fig. 6(a)는 후면 절연막에 etch paste를
이용하여 dot을 형성한 후에 SEM 관찰에서 약 0.1mm
의 직경과 dot사이의 간격이 약 0.7 mm로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 6(b)는 dot patterning 공정 이후, 후면에 Ferro사
의 Al paste를 스크린 프린팅 방식으로 도포한 뒤
metallization firing을 통해 형성된 Local Al-BSF가 약
1.5 ~ 4.5 um 크기로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표면 패시베이션을 통한 효율 향상은 패시베이션을
통해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 속도를 낮춰 Voc의 상승과
전류값 증가가 기인하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후면
패시베이션으로 SiNx 막과 Al2O3 절연막을 적용시켜
Journal of KSDT Vol. 12, No.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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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l2O3/SiNx stack layer cross-section image.

Fig. 7. I-V measurement of the two cells.

Fig. 6. Local Al-BSF rear surface.

전기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 향상 기여도에 관해
관찰하였다.
전기적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I-V 커브와 효율을
측정한 데이터를 Fig. 7(a), (b)에 나타내었다. (a)는 후
면 패시베이션으로 SiNx 만을 적용시킨 cell의 경우로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2권 제3호, 2013

써 Voc 624 mV, Isc 9.505A, FF 0.757 라는 평균값을
얻었으며, (b)는 Al2O3를 적용한 경우에서는 644 mV,
9.179A, 0.767이라는 뚜렷하게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7에서 얻어진 측정 결과를 Table 2와 3에 정리
하여 비교한 결과, PEALD - Al2O3막을 후면 패시베이
션에 적용한 셀이 기존의 PECVD - SiN막을 적용한
셀에서보다 개방전압(Voc), 단락전류(Isc), fill-factor(FF)
값들이 더 높게 나왔으며, 이를 반영한 광전변환효율이
약 0.6 ~ 1% 정도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후면에Al2O3패시베이션 막을 적용한
156*156 mm2 full size 셀들을 국내 양산 셀 제조사에
서의 측정하였을 때, Best cell의 효율은 18.84%이었으
며, 평균값은 약 18.70%라는 앞서 연구한 셀에 비하여
크게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type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변환
효율을 증가시키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인 후면에 negative
charge를 갖는 Al2O3 절연막을 후면 패시베이션 막으로
적용하여 전기적 특성 개선을 위한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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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cell passivated by
PECVD - SiNx films
No

Voc (V)

Isc (A)

FF (%)

Eff (%)

1

0.6271

9.056

74.97

17.81

2

0.617

9.049

75.15

17.56

3

0.6265

9.052

75.89

18.01

4

0.6236

9.045

76.27

18

Average

0.6236

9.0505

75.57

17.85

Table 3.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cell pasasivated by
PEALD - Al2O3 films
No

Voc (V)

Isc (A)

FF (%)

Eff (%)

1

0.6283

9.166

76.98

18.54

2

0.649

9.198

76.8

18.84

3

0.644

9.163

76.6

18.578

4

0.653

9.19

76.45

18.843

Average

0.6435

9.179

76.708

18.70

Al2O3 절연막을 후면 패시베이션으로 적용한 셀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은 셀과 비교할 때, 광변환 효율이
1% 이상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Al2O3 절연막이 hole 포집에 유리한 negative charge의
특성을 가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SiNx 막은 positive
charge 특성을 띄는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SiNx 막의 경우 우수한 패시베이션 특성을 가지지
만, p-type 결정질 실리콘 후면에서 포집되는 (+)
charge를 가지는 hole의 포집률에서는 negative charge
특성을 가지는 Al2O3 절연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iNx막을 후면에 단독 패시베이션 층으로 사용한 경
우, positive charge 특성으로 인해 p-type 결정질 태양
전지의 후면에서 hole을 포집하는 경우에는 parasitic
shunting을 일으켜 광변환효율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는[8] Al2O3막을 후면 패시베이션으로 적용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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