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3권 제3호(2014년 9월)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Technology, Vol. 13, No. 3. September 2014.

21

웨이퍼 접착 텍스쳐링을 이용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고효율화 연구

임형래 · 주광식 · 노시철 · 최정호 · 정종대 · 서화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과

Texturing of Two Adhered Wafers for High Efficiency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Hyoung-rae Lim, Gwang-Sik Joo, Si-Cheol Roh, Jeong-Ho Choi, Jong-Dae Jung and Hwa-Il Seo†

†Dept. of Electrical & Electronic & Communication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ABSTRACT

The textur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cesses for high efficiency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The rear side

flatness of silicon solar cell is very important for increasing the light reflectance and forming uniform back surface

field(BSF) region in manufacturing high efficiency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We investigated texturing difference

between front and rear side of wafer by texturing of two adhered wafers. As a result, the flatter rear side was obtained

by forming less pyramid size compared to the front side and improved reflectance of long wavelength and back surface

field(BSF) region were also achieved. Therefore, the texturing of two adhered wafers can be expec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ilicon solar cells due to increased short circuit current(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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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는 빛의 표면 반사 손실을 줄이기 위한 텍스쳐링

(texturing)과 반사방지막(ARC, anti-reflection coating)

형성, 솔라셀 후면에서의 전자-정공쌍(EHP, electron-

hole pair) 재결합 손실을 방지하는 후면전계층(BSF,

back surface field) 형성, 솔라셀 전·후면에서의 전자의

재결합 손실을 줄이기 위한 표면 패시베이션

(passivation) 등이 있다[1].

이 중에서 빛의 흡수 향상을 위해서는 실리콘 웨이

퍼 표면의 텍스쳐링과 반사방지막(ARC) 형성으로 표

면에서의 빛 반사율(reflectance)을 3% 정도로 줄일 수

있다[1]. 그리고 캐리어(carrier) 수명 향상을 위해서는

균일한 후면전계층을 형성함으로써 흡수된 빛에 의해

생성된 전자-정공쌍의 재결합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

해 단락전류(Isc, short circuit current) 향상을 통한 태

양전지의 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1]. 

기존의 KOH, NaOH 등의 염기성 용액을 사용한 이

방성 식각(anisotropic etching)의 습식 텍스쳐링은 실리

콘 웨이퍼의 모든 면(전면, 후면, 측면)에 피라미드

(random pyramid)를 형성한다[2]. 이것은 실리콘 웨이

퍼의 양면, 즉 전면과 후면에 동일한 크기의 피라미드

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면을 태양전지 전면으로

사용하든 단파장(short wavelength)대와 장파장(long

wavelength)대에서 흡수하는 빛의 양이 각각 비슷하다.

하지만 고효율 태양전지를 위해서는 텍스쳐링 후, 후면

으로 사용되는 면을 최대한 평탄하게 하거나 피라미드

크기를 작고 균일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통해

장파장대의 빛을 셀 내부로 반사시켜 후면 반사율을

높임으로써 그 빛이 전자-정공쌍 생성에 기여하고, 후

면전계층을 보다 평탄하게 만들어 전자-정공쌍 재결합

손실과 접촉저항을 개선할 수 있다[3-5]. 

최근에 후면 반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SiNx 막 등의 보호막을 웨이퍼 후면에 증착한 후,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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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탄하게 유지시키는 방법과 텍스쳐링 후, 전면 보

호막을 입힌 다음에 후면을 식각하여 평탄하게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6-7]. 하지만 이 방법들은 후면 반사율

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제거해야 하는 등 추가 공정으로 인해 공정

시간과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공정의 단순

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태양전지의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 새로운 텍스쳐링 방법을 연구하였다. 두 웨이퍼를

액체를 이용해 접착시켜 텍스쳐링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후면(접착면)의 텍스쳐링 속도 지연으로 전면보다 작은

피라미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후면에서의 장파장대 빛 반사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균

일한 후면전계층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붕소(B)로 도핑된 p-type CZ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였고, 비저항 0.5-3.0 Ω·cm, 두

께 200 μm, 크기 156 × 156 mm2이다. Table 1은 수행

한 실험 순서를 정리한 것이다.

Pre-cleaning은 1% KOH 용액과 40 KHz 초음파로

상온에서 이루어졌고, SDR(saw damage removal)은

80oC, 30% KOH 용액에서 6분간 처리하였다. 이후

KOH, IPA, DIW 혼합 용액에서 84.5oC로 15분간 텍스

쳐링 공정을 하였다. 이때 텍스쳐링은 실리콘 웨이퍼의

후면에 피라미드가 최대한 덜 형성되도록 두 웨이퍼를

접착하여 공정을 진행하였다. 두 웨이퍼의 접착은 액체

의 표면장력(surface tension)을 이용하였고, 웨이퍼 표

면의 액체 분포에 따라 텍스쳐링에 어떠한 영향이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웨이퍼를 접착

하였다. 

Fig. 1은 시료들의 접착 방법을 나타낸다. 탈이온수

(DIW, deionized water)를 Fig. 1(a) 웨이퍼 전체, Fig. 1(b)

가운데, Fig. 1(c) 네 변의 중간에 형성하여 접착한 것

과 Fig. 1(d) 탈이온수를 사용하지 않고 카세트 한 홈

에 두 장의 웨이퍼를 장착함으로써 텍스쳐링 용액내에

서 자연적으로 표면장력에 의해 접착된 것이다.

텍스쳐링 완료 후 접착한 웨이퍼를 떼어내어

KEYENCE사의 VK-9710 컬러 3D 레이저 현미경으로

웨이퍼 전면과 후면(접착면) 표면에 형성된 피라미드

의 크기(size)와 균일도(uniformity)를 측정하였다.

이 후 최적의 텍스쳐링 공정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

여 공정시간이 형성되는 피라미드의 크기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았다. 앞선 실험의 텍스쳐링 공정과 동일한

조건의 용액에서 공정시간을 10분에서 35분까지 5분

간격으로 공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JASCO사의 V-670

반사율 측정기로 시료들의 단파장대와 장파장대의 빛

반사율과 VK-9710 컬러 3D 레이저 현미경으로 웨이

퍼의 전면과 후면(접착면) 표면에 형성된 피라미드 크

기와 균일도를 측정하였다. 

최적의 접착 방법과 공정시간을 선택하고, 이 조건

으로 진행된 웨이퍼가 소성(firing)으로 인한 후면전계

층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Fig. 2와 같은 구조로 Front_F, Rear_F, Reference

세 종류의 시료를 제작하였다. 

Table 1. The experimental process sequences.

Pre-cleaning

↓

SDR

↓

Texturing

(methods & process times)

↓ ↓

Reflectance & Pyramid

Measurement

SiNx Deposition

(front side)

↓

Al Metallization

(rear side)

↓

Firing

↓

Reflectance & 

FE-SEM Measurement

Fig. 1. The adhered method of the samples: with DIW

(a) full area (b) only center (c) only edge and (d)

without DIW.

Fig. 2. The structure of th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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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_F는 텍스쳐링 후 전면이 시료의 전면으로 사

용된 것이고, Rear_F는 텍스쳐링 후 후면(접착면)이 시

료의 전면으로 사용된 것이며, Reference는 웨이퍼를

접착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으로 텍스쳐링하여 전·후면

이 동일하게 텍스쳐링된 시료이다.

시료 제작은 먼저 텍스쳐링 된 웨이퍼의 전면에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장비를 사용하여 SiNx 90 nm를 증착하였다. 그 다음

웨이퍼의 후면에 스크린 프린팅 방법으로 Al metalli-

zation 공정과 belt-type furnace로 고온의 소성 공정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시료를 반사율 측정기와 FE-

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장

비를 사용하여 반사율과 후면전계층 형성 상태를 조사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웨이퍼 접착 방법에 따른 영향

Fig. 3은 다양한 접착 방법으로 텍스쳐링한 후, 웨이

퍼 전면과 후면(접착면)의 표면을 측정한 이미지이다.

전면과 후면(접착면)의 모든 면에서 피라미드가 형성

되었지만 후면(접착면)의 피라미드 크기가 전면과 비

교해 더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웨이퍼가 접

착해 있는 면에 텍스쳐링 용액이 느리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 표면과의 반응성이 떨어진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접착 방법이 다른 각 시료들의 전

면과 후면(접착면)의 피라미드 크기와 균일도는 방법

론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텍스쳐링 공정의 단순성을 고려할 때 두 웨

이퍼를 Fig. 1(d)와 같이 탈이온수를 사용하지 않고 텍

스쳐링 용액내에서 자연적으로 접착하는 방법이 적합

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텍스쳐링 시간에 따른 영향

탈이온수를 사용하지 않고 접착하는 방법의 시료에

서 최적의 텍스쳐링 공정을 알아보기 위해 텍스쳐링

시간을 변경하였다. Fig. 4는 각 시료들의 텍스쳐링 시

간에 따른 웨이퍼 표면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10분과 15분을 제외한 모든 시료들의 피라미드 분포가

균일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5(a)는 단파장대(360-560 nm)와 장파장대(1000-

1200 nm)의 평균 반사율을 나타낸 것이다. 광학적 손실

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파장대의 반사율은 낮고, 장파장

대의 반사율은 높아야 한다[1]. 이 실험에서는 텍스쳐링

시간이 20분에서 35분까지의 시료들이 이에 해당한다.

Fig. 5(b)는 텍스쳐링 시간에 따른 전면과 후면(접착

면)의 피라미드 크기를 나타낸다. 텍스쳐링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전면과 후면(접착면)의 피라미드 크기가

모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면 피라미드

크기가 3~5 μm로 양산에 적합한 시료들은 10분에서

30분까지의 시료이고, 전면과 후면(접착면)의 피라미드

차이가 2 μm 이상인 것은 20분과 25분 시료이다.

따라서 웨이퍼의 빛 반사율, 전면과 후면(접착면)의

피라미드 크기와 균일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면

과 후면(접착면)의 피라미드 차이가 2.16 μm로 가장

큰 25분 공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3.3. 소성 후, 반사율 및 후면전계층 영향

25분 동안 텍스쳐링한 시료에 전면 SiNx 증착과 후

면 Al metallization 공정을 하고 고온의 소성 공정을

Fig. 3. The color 3D laser microscope images of texturing

wafer according to variation methods: with DIW

(a) full area (b) only center (c) only edge and (d)

without D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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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Fig. 6은 소성 공정 후 측정한 반사율 그래프

이다. 단파장대(360-560 nm) 반사율은 모든 시료가 거

의 비슷하며, 장파장대(1000-1200 nm) 반사율은 전면

을 전면으로 사용한 시료(Front_F)가14.49%로 후면(접

착면)을 전면으로 사용한 시료(Rear_F)와 Reference 보

다 각각 0.95%, 1.24% 더 높았다. 따라서 장파장대의

빛 반사율이 높은 Front_F 시료와 같이 후면 피라미드

를 전면보다 작게 형성하는 것이 장파장대의 빛 손실

을 감소시킬 수 있다.

Fig. 7은 FE-SEM으로 후면전계층을 측정한 이미지

를 나타낸다. 실리콘 웨이퍼 기판과 Al 전극 사이에 후

면전계층이 형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면전계층

Fig. 4. The color 3D laser microscope images of texturing wafer according to process times: texturing (a) 10 min (b)

15 min (c) 20 min (d) 25 min (e) 30 min and (f) 35 min.

Fig. 5. The graphs according to texturing process times:

(a) average reflectance of short and long wavelength

(b) pyramid size of front and rear(adherend) side.

Fig. 6. The reflectance graphs after fi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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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Front_F 시료가 1.75 μm

이고, Rear_F 시료가 6.38 μm이다. 그러므로 Front_F

시료의 후면전계층이 더 평탄하다. 따라서 평탄하고 균

일한 후면전계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후면의 피라미

드 크기를 작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두 웨이퍼를 접착하여 텍스쳐링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두 웨이퍼를 탈이온수

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쳐링 용액내에서 자연적으로 접

착시켜 텍스쳐링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후면(접착면)에

전면보다 2 μm 이상 작은 피라미드를 형성할 수 있었

다. 또한 소성 후, 전면을 전면으로 사용한 시료

(Front_F)의 장파장대 반사율이14.49%, 후면전계층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1.75 μm로 다른 시료에 비

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후면의 피라미드

크기를 작게 형성함으로써 후면에서의 장파장대 빛 반

사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평탄하고 균일한 후면전계

층을 형성할 수 있었다. 

위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된 두 웨이퍼

를 접착하여 텍스쳐링하는 방법으로 셀을 제조하면 기

존의 방법보다 단락전류 향상을 통한 태양전지의 효율

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계

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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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FE-SEM images of Front_F(left) and Rear_F

(right) side BSF layer after firing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