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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paperfocusesonananti-reflection(AR)coatingdepositedbyPECVD insiliconsolarcellfabrication.

AR coatingiseffectivetoreducethereflectionofthelightonthesiliconwafersurfaceandthenincrease

substantiallythesolarcellconversionefficiency.Inthiswork,wecarriedoutexperimentstooptimizedouble

ARcoatinglayerwithsiliconnitrideandsiliconoxideforthesiliconsolarcells.Thep-typemonocrystalline

siliconwaferswith156×156mm2area,0.5-3Ω·cm resistivity,and200㎛ thicknesswereused.Allwaferswere

texturedinKOH solution,dopedwithPOCl3andremovedPSG beforeARCprocess.Theoptimizedthickness

ofeachARClayerwascalculatedbytheoreticalequation.ForthedoublelayerofARcoating,siliconnitride

layerwasdepositedfirstusing SiH4 andNH3,andthensiliconoxideusing SiH4 andN2O.Asaresult,

reflectanceofSiO2/SiNx layerwaslowerthansingleSiNx andthenitresultedinincreaseofshort-circuit

currentandconversionefficiency.ItindicatesthatthedoubleARcoatinglayerisnecessarytoobtainthehigh

efficiencysolarcellwithPECVDalreadyusedincommercia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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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SiN :Siliconnitride

SiO :Siliconoxide

SLARC :SingleLayerAntireflectionCoating

DLARC :DoubleLayerAntireflectionCoating

EQE :ExternalQuantum Efficiency

1.서 론

결정질 실리콘 태양 지의 반사방지막으로

는 수소를 포함한 SiNx(실리콘 질화막)이 가

장 많이 사용된다.1)이런 반사방지막은 표면

에서의 빛 반사를 여주고 패시베이션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단층 반사방지막

(SLARC)으로 사용되는 SiNx(실리콘 질화

막)만으로는 400nm-1000nm의 일정 장

범 를 제외한 나머지 장에서 반사도가

격히 증가한다.이에 태양 흡수 스펙트럼

에서 더 넓은 역의 입사 을 사용할 수 있

는 이 반사방지막(DLARC)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2)

DLARC을 해서는 실리콘 질화막과 실리

콘 산화막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이런 구조

의 반사방지막은 SLARC에 비해 공정시간이

길어지는 단 이 있지만,반사손실을 임으

로써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ECVD 방식으로 단층 반

사방지막과 이 반사방지막을 증착 후 결정

질 실리콘 태양 지로 제작하여 기 특성

을 연구하 다.

2.실험 방법

2.1태양 지 제작

1)이 신,김경해,「태양 지공학」,도서 출 그린,pp.392∼393,2007

2)JisooKo,Daeyeong Gong,KrishnakumarPillai,Kong-SooLee,

Minkyu Ju, Pyungho Choi, Kwang-Ryul Kim, Junsin Yi,

ByoungdeogChoi,DoublelayerSiNx:H filmsforpassivationand

anti-reflectioncoatingofc-Sisolarcells,ThinSolidFilms,2011

그림 1은 태양 지 제작 순서와 방법을 나

타낸 것이다.본 실험에서는 두께 200±10㎛,

비 항 0.5-3Ω·㎝,면 156×156 mm2인

p-type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 다.

우선 KOH,IPA (isopropylalcohol)과 DI

water를 혼합하여 표면조직화를 진행하 고,

그 결과 피라미드 구조를 얻을 수 있었다.그

후 p-n 합을 이루기 한 에미터(emitter)

층의 형성을 해 diffusion furnace에서

POCl3용액 소스를 주입하 으며 60Ω/sq의

면 항을 형성하 다.

그림1.태양 지 공정 순서

반사방지막은PECVD(plasma-enhancedchemical

vapordeposition)를 사용하여 SiNx과 SiO2

층을 형성시켰다.SiNx는 SiH4과 NH3,SiO2

는 SiH4과 N2O가스를 혼합하여 막을 증착

하 다.3)

3)P.Panek,K.Drabczyk,A.Focsa,A.Slaoui,Acomparativestudyof

SiO2 deposited by PECVD and thermalmethod aspassivation for

multicrystallinesiliconsolarcells,MaterialsScienceandEngineering,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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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형성은 스크린 린 방식을 용하

으며 면과 후면은 각각 은(Ag)페이스

트(paste)와 알루미늄(Al)페이스트를 이용

하 다.

린 이후 소성과정은 총 5개 구간으로

구성된 beltfurnace에서 400℃-425℃ -45

0℃-550℃-850℃의 온도 조건으로 공정을

진행하 다.소성 공정 후에 태양 지는

이 를 사용하여 측면분리를 진행하 다.

그림2는 SLARC와 DLARC을 증착한 태양

지 모델이며 Pasan사의 sunsimulator를 이용

하여 태양 지의 기 특성을 분석하 다.

그림2.SLARC와 DLARC의 태양 지구조

2.2단층 이 반사방지막 형성

SLARC와 DLARC구조에서 막 두께와 굴

률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하 다.

식(1)은 실리콘 질화막의 굴 률을 산출하는

식이며 식(2)는 굴 률로부터 반사율을 계산

하는 식이다.식 (1)로부터의 굴 률을 식(3)

에 입하면 두께를 얻을 수 있다.


   식(1)

 
 



 


 식(2)

×


식(3)

여기서 nsin는 SiNx의 굴 률,n0는 공기 굴

률,nsi는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의 굴 률

을 뜻한다.공기의 굴 률은 1이고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 굴 률은 3.45(λ =630nm)을

사용하 다.식 (1)-(3)으로부터 기 장

630nm에서 SiNx의 굴 율과 두께는 1.85와

85nm을 얻었다.하지만,실험에서는 사 실

험을 통해 얻은 최 굴 률 nsin=2.22와 두

께는 70±5nm을 용하 다.

DLARC층의 경우 총 반사율은 식(4)과 같

이 주어진다.SLARC에서와 마찬가지로 식

(4)-식(6)를 통하여 각층의 최 의 굴 률과

두께를 알아낼 수 있다.

 










 식(4)


  

  
  

 식(5)

×


 ×


식(6)

n1과d1은 상부층에 한 굴 률 두께이

고 n2와d2는 하부층에 한 굴 률 두께

를 나타낸다.산출된 값은 상부층인 SiO2는

107nm두께와 굴 률 1.47이며 하부층인 SiNx

는 71nm두께와 굴 률 2.22이었다.SLARC는

SiNx만으로 단층막을 형성하 고 DLARCS는

SiO2를 SiNx막 에 증착함으로서 형성하

다.4)

SiNx와 SiO2에 한 막 조건은 표1과 같으

며 기 온도는 450℃,증착 시 압력은 1.2torr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표1.PECVD공정에서 SiNx와 SiO2을 형성하기 해

사용된 가스

SjH4
(sccm)

NH3
(sccm)

N2O

(sccm)

굴 률

(n)

SiNx 40 80 - 2.23

SiO2 10 - 100 1.46

4)BikashKumar,T.BaskaraPandian,E.Sreekiran,Srinivasamohan

Narayanan,BENEFIT OF DUAL LAYER SILICON NITRIDE

ANTI-REFLECTIONCOATING,31thIEEEPVSC,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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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고찰

표면조직화,확산,반사방지막 증착 공정

후 실리콘 웨이퍼 표면의 반사도 측정하

다.제작된 태양 지는 Sun-simulator를 통

하여 기 특성을 알아보았고,양자효율을

측정하여 시료특성을 비교하 다.

3.1반사도 측정

반사도 측정은 Jasco사의 UV-VIS/NIR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 다.표2와 그

림 3은 표면조직화와 확산 공정 후 SLARC

혹은 DLARC을 증착한 뒤 실리콘 웨이퍼 각

각의 반사도를 나타낸 것이다.SiNx를 증착

한 SLARC구조는 반사도가 표면조직화 형

성 후의 반사도보다 장 역에 걸처 낮

게 나타났다.이는 면의 반사방지막인

SiNx로 인해 빛 반사가 었기 때문이다.

한,DLARC구조의 반사도는 300-800nm

장 역에서 SLARC구조보다 낮은 0.55%

를 얻었다.특히 400nm이하의 단 장 역

에서 DLARC구조의 반사도는 SLARC구조

에 비해 약 40% 감소하 다.5)DLARC구조

의300-800nm 장 역에서 반사도 감소는

표면에서 빛 반사 손실이 감소된 것을 나타

내며,이는 태양 흡수 스펙트럼 넓히는데

향을 다.

표 2.SLARC와 DLARC증착 후 측정된 장에 따른

실리콘 웨이퍼의 평균 반사도

300-800(nm) 300-1200(nm)

SLARC 0.97% 6.07%

DLARC 0.55% 4.20%

5)IpekGirginKAVAKLI,KayhanKANTARLI,SingleandDouble-Layer

AntireflectionCoatingsonSilicon,TurkJPhys2002

그림3.SLARC와 DLARC증착된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의 반사도 스펙트럼

3.2LightCurrent-voltage측정

표 3은 SLARC와 DLARC구조에서 제작

된 태양 지의 sunsimulator측정 결과로

개방 압(Voc), 류 도(Jsc),곡선인자(FF),

변환 효율(conversionefficiency)을 나타

낸 것이다.

DLARC구조의 태양 지의 가장 좋은 기

특성은 36.1mA/cm
2
의 류 도,629mV

의 개방 압 값과 80.8%의 FF값을 나타냈고

18.2%의 변환 효율이었다.같은 구조를

가지는 5개의 태양 지를 제작하여 평균값

한 구하 으며 이 값은 표 3에 나타내었

다.

표 3.SLARC와 DLARC구조 태양 지의 기 특성

VOC
(mV)

JSC
(mA/㎠)

FF
(%)

Eff
(%)

Bestavg Best avg Bestavg Best avg

SLARC 629 629 35.6 35.4 79.8 79.7 17.9 17.7

DLARC 629 629 36.1 36.0 80.8 79.2 18.2 17.9

DLARC구조의태양 지에서 류 도와

변환효율은 SLARC구조보다 평균 0.6mA/cm2과

0.2% 정도 높게 나타났다.이는 특히 단 장

역에서 SLARC보다 DLARC에서 반사손

실이 어들고 태양 지 내에 흡수되는 빛이

증가하 기 때문에 빛에 의해 발생되는 캐리

어 수도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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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외부 양자효율측정

외부 양자효율(externalquantumefficiency,

EQE)은 태양 으로부터 태양 지로 들어온

자들과 태양 지에 의해 수집되는 캐리어

수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는 300-1100nm 장 범 의 외부양

자효율을 나타낸다.DLARC구조에서

장 역에서 EQE가 높은 효율을 나타냈다.

이는 입사한 빛의 반사손실이 어들어

류가 향상 고 태양 지에 수집되는 캐리어

수가 SLARC보다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4.결 론

본 연구에서는 SiNx와 SiO2를 사용하여 이

반사방지막 구조로 태양 지를 제작하 으

며 이에 따른 단결정 실리콘 태양 지의 특성

을 분석하 다.SiNx층과 SiO2층은 PECVD를

사용하여 증착하 다.이 반사방지막 구조는

단층 반사방지막 구조에 비해 반사손실이

기 때문에 태양 지 내에 흡수되는 빛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의한 캐리어의 수도 증가

하게 된다.이런 이유에서이 반사방지막을

갖는 태양 지는 단층 반사방지막에 비해 낮

은 반사도와 높은 단락 류 도(36.1mA/cm
2
),

변환 효율(18.2%)을 보 다.

그림4.SLARC와 DLARC구조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 지 외부양자효율스펙트럼

6)SureshKumarDhungel,JinsuYoo,KyunghaeKim,SungwookJung,

SomnathGhoshandJunsinYi,Double-LayerAntireflectionCoatingof

MgF2/SiNxforCrystallineSiliconSolarCells,JournaloftheKorean

PhysicalSociety,2006

참 고 문 헌

1.이 신,김경해,「태양 지공학」,도서

출 그린,pp.392∼393,2007

2.JisooKo,DaeyeongGong,Krishnakumar

Pillai,Kong-SooLee,MinkyuJu,Pyungho

Choi,Kwang-Ryul Kim,Junsin Yi,

ByoungdeogChoi,DoublelayerSiNx:H

filmsforpassivationandanti-reflection

coatingofc-Sisolarcells,ThinSolid

Films,2011

3.P.Panek,K.Drabczyk,A.Focsa,A.

Slaoui,A comparativestudy ofSiO2

depositedbyPECVDandthermalmethod

aspassivationformulticrystallinesilicon

solarcells,MaterialsScienceandEngineering,

2009

4.BikashKumar,T.BaskaraPandian,E.

Sreekiran,Srinivasamohan Narayanan,

BENEFITOFDUALLAYERSILICON

NITRIDEANTI-REFLECTIONCOATING,

31thIEEEPVSC,2005

5.IpekGirginKAVAKLI,KayhanKANTARLI,

SingleandDouble-LayerAntireflection

CoatingsonSilicon,TurkJPhys2002

6.SureshKumarDhungel,Jinsu Yoo,

KyunghaeKim,SungwookJung,Somnath

Ghosh and Junsin Yi,Double-Layer

AntireflectionCoatingofMgF2/SiNx for

CrystallineSiliconSolarCells,Journal

oftheKoreanPhysicalSociety,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