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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various surface morphologies on the mechanical strength of silicon substrates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yield for the solar cell industry is mainly related to the fracturing of silicon

wafers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flexural strengths of silicon substrates were influenced by the

density of the pyramids as well as by the size and the rounded surface of the pyramids. To characterize and

optimize the relevant texturing process in terms of mechanical stability and the fabrication yiel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extured silicon substrates were investigated to optimize the size and morphology of

random pyramids. Several types of silicon substrates were studied, including the planar type, a textured

surface with large and small pyramids, and a textured surface with rounded pyramids. The surface morphology

and a cross-section of the as-textured and fractured silicon substrates were investigat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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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전지(Solar Cell)란 태양으로부터 생성된 광 에너

지를 광기전 효과(photovoltaic effect)에 의해 전기 에너

지로 직접 변환시키는 반도체 소자이다.1,2) 그러므로 빛

을 많이 흡수하는 것은 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효율을 높

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빛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표면 조직화(texturing)와 반사방지막(anti-

reflection coating)이 주로 사용된다. 표면 조직화란 결정

방위가 무질서하게 분포되지 않고 특정한 방위로 규칙적

으로 분포되도록 표면 미세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이다.3)

표면 조직화는 전면에 조사된 빛의 반사를 감소시키고 빛

의 경로를 보다 많이 기판 내부로 유도하여 빛의 이동

경로를 길게 함으로써 빛의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표면 조직화에 따라 기판의 광학적인 두께가

증가되며 향상된 빛 수집을 통해 태양전지의 단락전류를

증가시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4,5)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제조비용중 실리콘 재료 및

웨이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60 %정도로 높기 때문

에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 감소는 비용 절감을 위한 효

과적인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다.6) 앞으로도 실리콘 웨이

퍼의 두께를 얇게 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

망이므로 이에 따른 제조공정에서 실리콘 기판의 기계적

물성의 한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리

콘 웨이퍼가 얇아짐에 따라 태양전지 제조공정중에 균열

이나 파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제조수율 저

하 및 오염 발생으로 인해 최종적인 제조 비용의 상승

을 초래하게 된다.7)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표면 반사율을 낮추기

위하여 표면 조직화 공정에 의해서 피라미드 형상의 표

면 미세구조를 갖기 때문에 재료의 기계적 물성에 있어

서는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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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 감소는 기계적 특성의 저

하를 수반하게 되므로 표면 조직화를 최적화함으로써 실

리콘 기판의 기계적 특성의 저하를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결정 실리콘 기판의 절삭 손상 제거

공정 및 표면 조직화 공정 조건에 의한 표면 미세구조

변화가 기계적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실리콘 기판의 표면 미세구조에 따른 기

계적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Czochralski (CZ)

방법으로 성장된 (100) 결정배향을 갖는 두께 270 µm의

p형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여 5가지 종류의 시편을 제

조하였다.

5종류의 시편은 1) 임의의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웨

이퍼 절삭 공정에 의한 절삭 손상이 표면에 존재하는 것,

2) 실리콘 기판의 절삭 손상 제거(saw damage etching:

SDE)한 것, 3) KOH(potassium hydroxide)-IPA(isopro-

pyl alcohol) 혼합용액을 사용하여 무작위의 피라미드 형

상으로 표면 조직화된 것, 4) 피라미드 형상을 산성용액

으로 표면처리하여 둥글게 처리한 것, 5) TMAH(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IPA 혼합용액을 사용하여 보다 작

은 피라미드 형상의 표면 조직화된 것으로 각각 Fig. 1

에 나타낸 공정 순서와 같이 제조하였다.

SDE 공정시 KOH 45 wt%의 조성으로 온도 80 oC에

서 10분 동안 표면 식각을 실시하였다. 실리콘 기판의

양면을 표면으로부터 10 µm정도의 두께가 제거되어 두

께는 약 250 µm로 감소하였다. 표면 조직화 공정에는

KOH-IPA 혼합용액을 사용하여 온도 80 oC에서 60분 동

안 비등방성 식각과정을 진행하여 피라미드 형상이 불규

칙하게 생성된 표면 미세구조를 제조하였다. 표면 미세

구조를 둥글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산(HF)과 질산

(HNO3)을 일정 비율로 섞은 산성 혼합용액으로 피라미

드 윗 부분인 꼭지점과 골짜기 부분인 경계면의 날카로

운 부분을 식각하였다. 피라미드 크기가 작은 표면 미세

구조를 제조하기 위하여 TMAH-IPA 혼합용액을 사용하

여 온도 80 oC에서 60분 동안 비등방성 식각을 실시하

였다. 

시편의 미세구조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

여 4점 곡강도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시편으로부

터 5개의 측정용 바(bar)를 제조하였다. 곡강도 시편의 크

기는 약 0.25mm× 8mm× 50mm(두께 × 폭 × 길이)이

었다. 시편은 만능시험기기(UTM 1127, Instron)을 사용

하여 1 kg load cell로 crosshead speed 0.5 mm/min, 하

부 span 30 mm, 상부 span 10 mm 조건으로 파괴하중을

구한 뒤 시험편의 두께 및 폭과 함께 곡강도를 계산하

였다. 4점 곡강도, σ(MPa)의 계산식은 아래 식 1같다.

P는 최대하중(kgf), L은 하부 span거리, l은 상부 span

거리, w는 폭, t는 두께이다. 1 kgf/mm2=9.8 MPa으로 환

산하였다. 

                  (1)

절삭 손상 제거 공정 및 비등방성 습식 식각 공정후

실리콘 기판의 표면 미세구조 변화와 4점 곡강도 실험

후 시편의 파단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EOL JSM6390)

을 사용하였다. 비등방성 습식 식각된 실리콘 시편의 절

단된 단면과 모서리 부분을 관찰함으로써 기판의 파괴시

균열의 진행 및 절단 결정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피라미드의 평균 크기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된 표

면 미세구조 사진으로부터 linear intercept method를 사

용하여 사진위에 임의의 직선을 그어 입계(경계선)와의 교

차점 개수를 직선길이에 나누어 주고 배율을 고려하여 계

산하였다. UV-VIS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300~1100

nm의 파장에서 반사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본 실험공정에서 제조된 시편들의 표면 미세

구조의 SEM 사진이다. Fig. 2(a)와 (b)는 각각 절삭 손

상 제거 공정 전과 후의 표면 미세구조의 SEM 사진이

다. 실리콘 잉곳에서 웨이퍼 제조시 와이어 절단(sawing)

과정에서 발생된 절삭 손상층이 존재하며 이는 매우 거

칠고 불규칙한 형상을 보인다. 이러한 절삭 손상층에는

기계적 결함이 다수 존재하여 실리콘 기판의 기계적 특

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KOH 용액을 사용한 절

σ
3p L l–( )

2wt
2

----------------------=

Fig. 1. Processing sequence of the mechanical strength

investigation for different silicon surface morph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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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손상 제거 공정에 의해서 실리콘 기판의 표면으로부

터 약 10 µm 두께가 제거되었으며 표면이 매끄럽고 비

교적 평탄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절삭 손상 제거된 시

편의 표면은 사각형 모양의 폭 30 µm, 깊이 3-4 µm의

오목한 홈이 형성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결정 실리콘 기판의 경우, 표면 조직화 공정은 비등

방성 습식 식각에 의해 진행되며 이는 실리콘 결정의 결

정면에 따른 식각속도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식각속

도의 결정학적 의존성에 의해 (100)면 보다 면 밀도가

높은 (111)면의 식각속도가 느리게 되어 피라미드의 구

조를 형성하게 된다. 비등방성 습식 식각용액으로 KOH,

TMAH등과 같은 염기성 용액에 IPA과 같은 알코올류를

일정한 비율로 섞은 혼합용액을 사용함으로써 비등방성

식각을 할 수 있다. KOH-IPA 혼합용액이 많이 사용되

는데, 식각속도가 빠르며, 비용이 저렴하고 결정방향성

(orientation) 의존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식각속도가 온도에 크게 의존하는 단점이 있다.

TMAH 용액은 암모니아 계열로서 적절한 식각속도와 우

수한 비등방성 식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성이 적다.

또한 K+ 오염 제거를 위한 세정공정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공정과의 높은 호환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실리콘

습식 식각용액이다.8-10) 

Fig. 2(c)와 (d)는 KOH+IPA 혼합용액을 사용한 비등

방성 식각과정을 통해 피라미드가 조밀하게 형성된 표면

조직화된 시편의 SEM 사진이다. 절삭 손상 제거에 의

해 형성된 평탄한 면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모든 표면에

Fig. 2. SEM images of specimens with various surface morphologies ; (a) as-sawed surface, (b) large pyramids, (c) saw damage

etched surface, textured surface with (d) rounded pyramids and (e) small pyram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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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가 무작위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

라미드의 크기는 균일하지 않으며 linear intercept me-

thod에 의해 계산된 피라미드의 크기는 약 8.2 µm이다.

피라미드의 경사면은 (111)결정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2(c)는 대체적으로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뚜렷하고 피라미

드간 경계면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날카로운 형상을 이

루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날카로운 부분에 기계

적 응력이 집중될 경우 쉽게 파손될 수 있는 원인을 제

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날카로운 부분을

보다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산성 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Fig. 2(d)이다. 피라미드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피라미드 옆

면과 경계면 부분에 작은 피라미드들이 많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표면 조직화 과정이후 산성 용액으로 처

리함에 따라 식각과 작은 피라미드들의 생성으로 피라미

드의 꼭지점 및 피라미드 사이의 경계면이 다소 완만한

미세구조로 변화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2(e)는 표면 조직화공정시 TMAH- IPA 혼합용액

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작은 피라미드들이 형성된 시편

의 표면에 대한 SEM 사진이다. 피라미드 평균 크기는

3.9 µm이며 KOH-IPA 혼합용액을 식각액으로 사용한 경

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평탄한 면은 보이지 않으며

작은 피라미드들이 매우 조밀하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

다. 피라미드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아짐에 따라 피라미

드 크기 분포가 좁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균일해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Fig. 3은 표면 미세구조가 다른 시편들의 300 nm에서

1100 nm의 파장에서의 반사도를 보여준다. 절삭 손상이

제거된 시편의 경우는 표면이 비교적 평탄하고 매끄럽기

때문에 32 %정도의 높은 반사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표

면 조직화된 시편들의 반사도는 약 10 %로 크게 감소함

을 볼 수 있었다. 큰 피라미드의 미세구조를 갖는 시편

의 반사도는 약 10.2 %이며, 이를 둥글게 식각 처리한

시편의 반사도는 11 %로 약간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

는 피라미드의 꼭지점과 경계면이 완만하게 깎이면서 드

러나는 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작은 피라미드가 형성된 시편의 반사도는 약

10.4 %이었다.

Fig. 4은 4점 곡강도 실험을 통해 미세구조가 다른 각

시편의 파괴강도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절삭 손상

제거 전의 시편은 110 MPa 정도의 가장 낮은 파괴강도

를 보인다. 이는 시편의 표면에 존재하는 절삭 손상층에

존재하는 많은 결함들이 기계적 특성이 취약하므로 파손

의 원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절삭 손상이 제거

된 시편의 표면은 상대적으로 매끈하기 때문에 표면 결

함이 적기 때문에 188 MPa의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부 측정에서 매우 낮은 하중에도 파손이 발생

하여 낮은 강도를 나타내기도 하며 측정값의 범위가 넓

다. 이는 비교적 매끈한 표면구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시험편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모서리 부분의

균열이나 결함에 의해 파손되면서 기계적 강도를 크게 저

하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큰 피라미드가 형성된 시

편은 기계적 특성이 취약한 피라미드의 경계면이 기계적

결함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110MPa의 낮은 강도값을 나

타내었다. 이에 비해 피라미드 구조를 둥글게 처리함에

따라 130MPa로 곡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작은 피라미드가 형성된 시편의 곡강도는 170MPa

로 증가하였고 이는 피라미드 내로 균열이 진행되기 보

다 피라미드 사이의 경계면을 따라 진행됨에 따라 보다

많은 파괴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단결정 실리콘은 입방정계의 결정계를 갖는 다이아몬

드(diamond)구조로 배열된 원자들로 구성되며, 결정내부

및 표면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인하여 결정학적 방향을 따

라 깨진다. 표면 조직화에 따라 실리콘 기판의 표면은 비

등방성 식각에 의해 피라미드 구조와 같이 규칙적으로 구

성된 결정면을 노출시키며 기계적 특성이 취약한 경계면

Fig. 4. Flexural strength of different silicon surface

morphologies.

Fig. 3. Reflectance of various silicon surface morph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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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게 된다.5) 실리콘 웨이퍼는 금속과 같은 소성

변형이 아니라 산화물의 파괴항복을 하는 취성재료와 같

은 기계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취성재료는 내부 결함

및 표면 결함에 의해 파손이 발생되며, 가장 큰 결함에

의해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아 파괴강도가 결정된다. 단

결정 실리콘의 경우 내부 결함이 매우 적기 때문에 태

양전지의 제조공정중에 발생하게 되는 표면결함에 비해

내부 결함은 무시할 수 있다.7) 따라서 실리콘 기판의 표

면 구조에 따라 결함의 크기 및 분포가 달라지며 이는

기계적 특성에 큰 영향을 준다.

본 실험에서는 미세구조가 다른 실리콘 기판으로부터

곡강도 실험에 사용할 시편을 제조함에 있어 모서리를 둥

글게 처리하는 일명 모따기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실

제 시편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시편의 파손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시편의 모서리에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시

편의 재료 및 내부의 결함으로부터 파괴가 시작되는 것

이 아니라 모서리에 존재하는 흠이나 결함으로부터 낮은

하중에도 파괴가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모서리에 존재

하는 결함을 줄이고자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비이상

적인 하중에서 발생되는 파괴를 억제할 수 있는 모따기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된

시편이라도 모따기 실시 여부에 따라서 측정되는 강도값

이 다를 수 있으며 대개 모따기 처리된 시편의 강도가

높게 나온다. 향후 실리콘 웨이퍼의 미세구조에 따른 기

계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

하여 시편을 제조한다면 보다 재현성있는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Fig. 5는 4점 곡강도 실험후의 시편의 깨진 모서리의

Fig. 5. SEM images of fractured edge and cross-section ; (a) and (b) of saw damage etched surface, (c) and (d) of textured surface

with large pyramids, (e) and (f) of textured surface with small pyram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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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과 파단면을 나타낸 SEM 사진이다. Fig. 5(a)와 (d)

에서 절삭 손상 제거된 시편의 경우 깨진 모서리가 일

직선이고 파단면이 매끄럽게 잘린 것으로 보아 실리콘의

결정방향을 따라 균열이 진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Fig. 5(b) (e)는 큰 피라미드가 형성된 표면 조직의

파괴된 형상으로 피라미드 경계면을 따라가기 보다는 피

라미드 내부로 파괴가 진행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러

한 파괴 양상이 강도 저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반면 Fig. 5(c)와 (f)에서와 같이 피라미드 크기가 작

아진 경우,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균열의 전파가 피라미드

경계면을 따라 진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균열

전파 경로의 굴절이 기계적 강도가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연관된 표면 조직화된 기

판의 피라미드 크기와 강도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가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광흡수 증가

를 위한 실리콘 기판의 절삭 손상 제거 및 표면 피라

미드형 조직화 형상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KOH 용액으로 절삭 손상층이 제거된 시편을 제조하였

으며, KOH-IPA 혼합용액 및 TMAH-IPA 혼합용액으로

비등방성 습식 식각에 의해 피라미드형상의 표면 조직화

된 시편을 제조하여 4점 곡강도 실험을 통하여 기계적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절삭 손상층이 존재하는 실리

콘 기판은 높은 표면 결함 밀도 때문에 기계적 강도가

110 MPa로 매우 낮다. 이에 비해 절삭 손상층이 제거된

실리콘 기판은 표면 결함이 적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는

188 MPa로 가장 높지만 반사도가 30 %로 매우 높다.

KOH-IPA 혼합용액으로 표면 조직화되어 8 µm 크기의 큰

피라미드를 갖는 실리콘 기판은 반사도가 10 %정도로 낮

지만 기계적 강도가 110 MPa로 감소되었다. 이는 기계

적 특성이 취약한 피라미드 경계면의 날카로운 부분이 표

면 결함으로 작용하여 쉽게 파손되는 원인이 된다. HF-

HNO3의 산성 식각용액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둥글게 처

리한 시편의 반사도는 11 %로 약간 증가하지만 기계적

강도는 130 MPa로 증가하였다. TMAH-IPA 혼합용액으

로 표면 조직화되어 4 µm 크기의 작은 피라미드를 갖

는 실리콘 기판이 반사도도 10 %로 낮으면서 기계적 강

도가 170 MPa로 비교적 높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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