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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was confirmed that the silicon thin films fabricated on the p-Si (100) substrates by using DIPAS 

(DiIsoPropylAminoSilane) and TDMA-Sb (Tris-DiMethylAminoAntimony) sources by RPCVD method were 

amorphous and n-type silicon. The fabricated amorphous n-type silicon films had electron carrier concentrations and 

electron mobilities ranged from 6.83×1018 cm-3 to 1.27×1019 cm-3 and from 62 to 89 cm2/V·s, respectively. The 

ideality factor of the pn junction diode fabricated on the p-Si (100) substrate was about 1.19 and the efficiency of the 

fabricated pn solar cell was 10.87%. 
 

Key Words : Silicon pn Diode, pn Junction Solar Cell, Antimony-doped Silicon, Remote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RPCVD, Amino Ligand Precursors 

 

 

1. 서  론 

1 

2016년 11월 파리협정 발효 이후, 전 지구적인 온실가

스농도를 줄이기 위한 신 기후체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입된[1] 상황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은 격변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들은 새로운 기후체제하에서의 화석 에너지 

대신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바,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2030년 우리나라 전력량의 20%

를 신재생 에너지로 확충하는 목표로 세우고 있고[2], 또

한,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 석탄을 제치

고 세계 최대의 전력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3]. 

특히, 비정질 실리콘의 pn 불순물 제어가 실현된 이후[4], 

이를 이용한 태양전지 연구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실리콘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를 쓰는 태양전지는 효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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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저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더 

증대되고 있다. 

p형 실리콘 기판을 이용하는 실리콘 pn접합 구조에 있

어서 n형 영역을 형성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적으

로 가격을 저가화하기 위한 현재의 상용화된 대부분의 

태양전지에 적용되는 단결정 및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에서는 열확산법으로 n형 확산층을 형성키는 POCl3 용액

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과는 별도로 최근, 안전성 

면에서 장점이 있는 DIPAS (DiIsoPropylAminoSilane) 소스 및 

TDMA-Sb (Tris-DiMethylAminoAntimony) 소스를 사용하여 비

정질의 n형 실리콘 박막을 형성시키는 연구가 보고[5, 6]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보고에 의하면 아미노계인 DIPAS 

소스는 구조적으로 실릴(silyl, -SiH3)그룹의 실리콘이 하나의 질

소원자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쉽게 해리가 일어나고 또한 증기

압이 비교적 높으며 상온에서 자연발화, 인화, 폭발의 위험성

도 적은 무색의 액체로 실리콘과 실리콘 화합물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며[5], 도핑물질로서 역시 아미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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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A-Sb 소스는 PH3와 같은 맹독성 물질에 비해 비교적 안

전하게 공정할 수 있는 장점[6]을 이용하고 있어서 안전성 면

에서는 매우 유리하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 플라즈마 CVD (RPCVD; Remote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법을 이용하여 DIPAS 소스와 

TDMA-Sb 소스를 사용하여 비정질의 n-형 실리콘 박막을 

p-형 실리콘 위에 형성시키는 기술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

여 실용 가능한 태양전지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pn 

접합 다이오드와 태양전지의 제작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2. 실  험 

 

Fig.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RPCVD 장비 시스템의 블

록다이어그램을 보인다[6]. 이 시스템은 반응실과 격리된 

플라즈마 발생 영역과 반응실인 CVD 영역으로 구성된 

원격 플라즈마 CVD 장비로서 가스공급은 MFC에 의하여 

조절된다. n형 비정질 실리콘 박막은 DIPAS 소스와 

TDMA-Sb 소스를 사용하였다. 반응실에서의 베이스 진공

도는 1×10-6 Torr. 이하이며, RF 전력(YOUNGSIN RF사 YSR-

15MH)은 1 kW까지 공급 가능한 13.56 MHz 유도형으로 설

계되어 있다. 반응실의 상부와 하부 쪽에 할로겐 램프를 

배치시켜 최대 1000oC까지 기판을 순간적으로 가열시켜 

RTP (Rapid Thermal Processing)공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

어 있다[6].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Remote Plasma 

CVD apparatus for amorphous n-type silicon thin 

films fabrication [6]. 

 

먼저, 본 연구에 있어서 박막이 비정질이며 도핑이 가

능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본적 특

성을 평가하기 위한 p-Si (100) 기판 위에 n형 실리콘 박막 

구조와 이를 제작하고 평가하는 공정 흐름도를 Fig. 2에 

보였다. 박막의 기본적 특성을 평가를 위하여 비저항이 

0.5∼2.0 Ω·cm인 p-Si(100) 웨이퍼를 사용하였고, Si 웨이퍼는 

유기 및 표준 RCA 세정 방식으로 세정하였다. n형 실리콘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DIPAS 소스와 TDMA-Sb 소스 및 

질소 가스를 동시에 흘리고 350 mTorr. 의 진공도를 유지

시키면서 플라즈마 발생 영역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켰

다. RF전력은 25∼125 W, 기판온도는 300∼500 ℃로 변화를 

주어 박막을 증착하였다. 성막 후에는 해당 공정을 진행

하여 n형 박막과 pn 구조에 관한 전기적인 특성 및 구조

적 특성을 평가하여 성막시킨 막이 예상대로 비정질이며 

n형임으로 판명되어 디바이스 동작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 2. Fabrication process flowchart of the amorphous n-

type silicon thin film on p-Si (100) substrates. 

 

한편, Fig. 3에 상기 Fig. 2에 보인 실리콘 박막의 기본적 

특성 평가 후, 실용 가능한 다이오드와 태양전지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pn 접합 다이오드와 태양전지의 

제작 및 평가 공정 흐름도를 보였다. 다이오드 제작은 태

양전지 제작과 동시에 진행시키면서 완성시켰고 이후에 

계속적인 공정을 거쳐 태양전지를 완성시켰다. 약 300 nm 

두께의 n형 비정질 실리콘 박막 형성은 RF전력은 75 W, 

기판 온도는 500℃에서 행하였다. 알루미늄 전극을 열증

착법으로 형성시켜 다이오드를 완성시켜 전기적 및 구조

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태양전지는 TDMAS 소스를 써서 

기판 온도 450℃에서 80 nm의 실리콘 질화막인 반사방지

막을 PECVD법으로 증착[7]한 후에 핑거형태의 전면 전극

은 은(Ag)페이스트를, 후면 전극은 알루미늄(Al) 페이스트

기판  

a-Si (n-형) 박막 증

착(RPCVD)

측정 및 평가

• p-Si(100), 0.5~2 Ω⋅cm 

• 전구체: DIPAS, TDMA-Sb 

• 기판온도: 300~500 ºC 

• RF 파워: 25~125 W  

• 압력: 350 mTorr 

• 알파 스텝, XRD, I-V, C-V, 

  4-point probe, Hall 측정 

기판 세정 

• 유기 및 RCA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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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쓰는 스크린 프린팅법으로 형성시켜 열처리를 거친 

후에 태양전지를 완성시켜 특성을 평가하였다. 

 

 

Fig. 3. Fabrication process flowchart of the pn diodes and 

solar cells with amorphous n-type silicon thin film 

on p-Si (100) substrates. 

 

3. 결과 및 고찰 

 

Fig. 4에 p-Si(100) 기판 위에 증착시킨 실리콘 박막의 결

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XRD패턴이다. Fig. 4 (a)는 500℃에서 

증착시킨 as-depo. 샘플의 결과이고, Fig. 4 (b)는 (a)시료를 

1000℃에서 30분간 열처리시킨 것으로 열처리로 인해 막

의 결정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열처리 전후의 

모든 시료에서 기판 실리콘으로부터의 피크인 Si(200) 

(2Theta = 32.96°)와 Si(400) (2Theta = 69.14°)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바, (참고로 Si(200)에서의 피크는 소멸법칙에 의거 

검출되지 않아야 하나, 실제의 대부분의 실리콘 기판에서

는 기판의 휨 등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나옴.) 그 외 어디

에서도 박막으로부터 나오는 실리콘 피크는 관측되지 않

았다. 따라서 증착된 n층의 결정성은 비정질인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Fig. 4. XRD of the amorphous n-type silicon thin film on 

p-Si (100) substrates. 

 

Table 1에서는 비정질 n형 실리콘 박막에 대한 열처리 

전후의 Hall 측정에 의한 전기적 특성 결과를 보인다. 표

에서 Hall 전압은 예상대로 (-)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형

성된 실리콘은 n형임으로 판명되었다. 이동도는 열처리 

전의 89 cm2/V·s에서 열처리 후의 62 cm2/V·s로 감소되었고, 

전자 캐리어 농도는 열처리 전의 6.83×1018 cm-3에서 열처리 

후의 1.27×1019 cm-3로 증가되었는 바, 이는 열처리를 통하

여 실리콘에 도핑된 안티몬의 이온화가 증가되었기 때문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Table 1. Results of Hall measurement of amorphous n-type 

silicon thin film on p-Si (100) substrate before and 

after thermal treatment. 

 
As-depo. 

(500 °C) 

열처리 후 

(1000 °C, 30min) 

저항률 [Ω·cm] 0.0057 0.0042 

캐리어 농도 

[cm-3] 
6.83×1018 1.27×1019 

전자 이동도 

[cm2/V·s] 
89 62 

Hall 전압 [V] -0.038 -0.026 

 

Fig. 5에 p-Si(100) 기판 위에 증착시킨 비정질 n형 실리콘 

박막 구조를 가지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전압 특성

을 보인다. 이 다이오드의 turn-on 전압은 약 0.67 V이었다. 

삽입 그림은 전류-전압 곡선을 대수 스케일로 표현한 것

으로, x축은 전압을 kT/q로 나눈 값으로 표현하였고 y축은 

대수 스케일로 순방향 전류와 역방향 전류를 표현한 것

이다. pn 접합 다이오드는 양호한 역방향 포화 전류 특성

기판 및 기판 세정 

a-Si (n-형) 박막 증착

(RPCVD) 

실리콘질화막(ARC)  

증착(PECVD) 

 태양전지 

• p-Si(100), 0.5~2 Ω⋅cm 

• 유기 및 RCA cleaning 

• 전구체: DIPAS, TDMA-Sb

• 기판온도: 500 ºC 

• RF 파워: 75 W  

• 압력: 350 mTorr 

• 막두께: 300 nm 

다이오드 

• 전구체: TDMAS 

• 기판온도: 450 ºC 

• 막두께: 80 nm 

Al 전극 형성 

• 전기적 및 구조적 특성 

• 열증착법  

태
양

전
지

 

구
조

 

제
작
 

• Solar simulator (I-V) 

전⋅후면 전극 형성 
•  Screen printing 

(전면: Ag, 후면: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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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으며, 대수 스케일의 순방향 전류-전압 곡선

으로부터 산출한 이상 인자인 n값은 1.19 이었고, 이 다이

오드의 순방향 전류와 역방향 전류의 차이인 on/off 값은 

약 5 order정도이었다. 

 

 
Fig. 5. Measured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the pn 

diode structure with amorphous n-type silicon thin 

film on p-Si (100) substrates. The insert is the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log scale. 

 

본 연구의 p-Si(100) 기판 위에 증착시킨 비정질 n형 실

리콘을 이용한 디바이스로서의 태양전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정 공정을 진행하여 태양전지를 완성

하였다. Fig. 6에 완성시킨 태양전지의 전면 사진을 보인다. 

셀 면적은 20 × 20 mm2, 핑거의 폭은 0.1 mm, 핑거와 핑거간

의 간격은 2 mm로 설계되어 있다. 

 

 

Fig. 6.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solar cell with amorphous 

n-type silicon thin film on p-Si (100) substrate. 

 

Fig. 7에 p-Si(100) 기판 위에 증착시킨 비정질 n형 실리콘 

박막 구조를 가지는 태양전지의 특성을 보인다. Table 2에 

제작한 태양전지 측정값을 정리하였다. Fig. 7의 태양전지 

전류-전압 특성을 보면 직렬 저항(Rs ≅ 1.2 Ω)은 비교적 높

았고 병렬 저항(Rsh ≅ 22.6 Ω)도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곡선의 기울기의 완만함으로 인해 제작한 셀의 효

율은 예상보다 낮았으나, 앞으로 이러한 구조의 태양전지 

특성은 스크린 프린팅 전극 공정 등의 셀 공정 최적화를 

통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Fig. 7. Illuminated AM1.5 J-V characteristics for the 

fabricated pn solar cell with amorphous n-type 

silicon thin film on p-Si (100) substrate. 

 

Table 2. Measured output characteristics of fabricated solar 

cells with amorphous n-type silicon thin film on p-

Si (100) substrate. 

Characteristic parameters pn solar cell 

Jsc [mA/cm2] 

Voc [mV] 

Fill factor [%] 

Efficiency [%] 

38.9 

602 

66.47 

10.87 

 

 

4. 결  론 

 

RPCVD 장비를 이용하여 p-Si(100) 기판 위에 아미노계

인 DIPAS 소스와 TDMA-Sb 소스를 써서 형성시킨 실리콘 

박막은 비정질이며 n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구조를 

이용한 스크린 프린팅 법을 겸용하여 제작한 태양전지의 

디바이스 동작을 확인하였다. 형성시킨 실리콘 박막은 

6.83 × 1018 ~ 1.27 × 1019 cm-3 범위의 전자 캐리어 농도와 62 ~ 

89 cm2/V·s 범위의 전자 이동도를 얻었다. 제작한 pn 접합 

다이오드의 이상 인자는 1.19이었고, 제작한 태양전지의 

효율은 10.87 %로 비교적 낮았으나 공정 온도 등의 공정 

최적화를 통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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