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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the surface morphology and light scattering of textured Al doped ZnO thin films on glass

substrates prepar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were investigated. As-deposited ZnO:Al films show a high

transmittance of above 80% in the visible range and a low electrical resistivity of 4.5×10-4
Ω·cm. The surface

morphology of textured ZnO:Al films are closely dependent on the deposition parameters of heater temperature,

working pressure, and etching time in the etching process. The optimized surface morphology with a crater

shape is obtained at a heater temperature of 350 oC, working pressure of 0.5 mtorr, and etching time of 45

seconds. The optical properties of light transmittance, haze, and angular distribution function (ADF)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resulting surface morphologies of textured films. The film surfaces, having

uniformly size-distributed craters, represent good light scattering properties of high haze and ADF values.

Compared with commercial Asahi U (SnO2:F) substrates, the suitability of textured ZnO:Al films as front

electrode material for amorphous silicon thin film solar cells is also estimated with respect to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Key words ZnO : Al thin film, rf magnetron sputtering, light scattering, haze, angular distribution function.

1. 서 론

유리기판을 사용하는 superstrate형 실리콘 박막 태양전

지의 전면전극 (front electrode)으로 사용되는 투명전도막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은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350 nm-1100 nm 영역에서의 높은 광 투

과도와 낮은 면저항, 수소 플라즈마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광 산란특성 향상을 위한 거친 표면 등의 특성이

요구된다.1-2) 특히 투명전도막의 거친 표면에 의한 입사

광의 산란특성 향상은 빛의 경로 및 다중 반사 증가를

통한 태양전지 내의 빛 가둠 (light trapping)증대를 통

하여 높은 광 전류 발생을 유도할 수 있다.3-5)

최근까지 APCVD 방식을 통하여 제조된 Asahi U형

SnO2 : F 박막이 superstrate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전

면전극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수소 플라즈마에 의한 불

안정성이나 높은 증착온도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왔

다.6-7) 최근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투명전도막이 개

발되어 왔으며 이 중 Al 도핑된 ZnO 박막이 낮은 증착

온도,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물성 및 수소 플라즈마 안정

성, 저 비용 등의 우수한 특성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

고 있다.8-9) ZnO : Al 박막을 제조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증착방법이 있으나 rf 또는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

로 제조한 박막이 가장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스퍼터링 방식에 의

하여 제조된 ZnO : Al 박막은 표면의 광 산란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습식 식각을 통하여 거친 표면형상을 형

성시킨다. 습식 식각을 통한 거친 표면의 산란 특성은 일



246 김영진·조준식·이정철·왕진석·송진수·윤경훈

반적으로 입사광에 대한 총 투과도 (total transmittance)

와 확산 투과도 (diffused transmittance)의 비인 Haze

값을 통하여 정량화되고 있다. 또 다른 정량화 방법으로는

표면에서 산란된 산란광을 산란각도에 따라 빛 강도로 정

의하는 angular distribution function (ADF) 방식이 제안

되어 왔다. Krc 등은 ZnO : Al 박막의 표면 거칠기를 산

란 파라미터로 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Haze

및 ADF 값을 계산하고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식으

로 제조된 실제 시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ZnO : Al 박막

의 광 특성을 분석하였다.10) 또한 Löffler 등은 PECVD

방식으로 제조된 ZnO : Al 박막의 막 두께에 따른 Haze

및 ADF 분석을 통하여 광 산란특성을 측정하고 비정질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11) 그러나 아직까지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제조

된 ZnO : Al 박막의 다양한 증착조건 및 표면형상에 따

른 광 특성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다양한 기

판온도 및 증착압력 조건 하에서 ZnO : Al 박막을 증착

하고 구조적 및 전기적, 광학적 물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증착된 ZnO : Al 박막의 표면형상을 습식 식각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증착조건에 따른 표면형상 변화를 관찰하였

다. 습식 식각된 박막의 총 투과도와 확산 투과도를 측정

하여 Haze값을 구하고 ADF 분석을 통하여 제조된 ZnO : Al

박막의 표면형상에 따른 광 산란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로부터 superstrate 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용 전면전극

으로의 최적화된 ZnO : Al 박막의 증착 공정조건을 확립하

고 기존의 상용화된 Asahi U형 SnO2 : F 박막과의 특성

을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ZnO : Al 박막은 유리기판 (Corning glass 1737) 위에

2.5 wt% Al2O3 를 함유한 4 inch-ZnO타겟 (99.99%, Cerac,

USA)을 이용하여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증착하

였다. 기판가열을 위한 히터온도는 R.T - 400 oC로 변

화시켰으며 히터부근에 K-type thermocouple을 고정하여

히터온도를 측정하였다. 히터 온도 변화에 따른 실제 유

리기판의 표면 온도는 공정 전에 별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유리기판의 표면온도를 평형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목표 온도 도달 후 스퍼터링 공정 전까지

약 1시간동안 대기하였다. 증착압력은 0.5-50 mtorr까지 변

화시키며 박막을 증착하였으며 증착파워는 100 W (power

density = 1.2 W/cm2)로 고정하였다. 증착압력은 일정량의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며 고진공 펌프 앞단에 설치된 스로틀

밸브를 이용하여 가스흐름을 조절하여 조정하였다. ZnO : Al

박막을 증착시키기 위한 공정조건은 Table 1에 간략히 나

타내었다. 증착된 ZnO : Al 박막의 텍스처링 (Texturing)을

위하여 1% HCl 용액을 이용하여 습식 식각을 진행하였

으며 식각 시간은 최대 60초까지 변화시켰다.

증착조건에 따라 제조된 ZnO : Al 박막의 결정성은

XRD (X-ray diffraction, Rigaku, Japan) 분석을 통하여 측정

하였으며 식각공정을 통한 박막의 표면형상 변화는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Hitach, Japan)을 통하여 관

찰하였다. 제조된 박막의 비저항은 four point probe를 통

하여 측정하였으며 UV-visible-nIR spectrophotometer (UV

3101,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가시광 영역에서의

총 투과도 (total transmittance) 및 확산 투과도 (diffused

transmittance)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계산식 (H = Tdiffused/

Ttotal)을 통하여 Haze값을 계산하였다. 식각된 ZnO:Al 박

막의 산란각에 따른 산란강도 측정은 자체 제작한 angular

distribution function (ADF) 측정기를 사용하였다. ADF

측정기는 red He-Ne laser (λ = 633 nm, P = 35 mW)를

제조된 시편에 수직으로 조사하고 laser 반대편에 위치한

검출기 (detector)를 시편 주위로 0o-180o 사이에서 1o씩

회전시키며 표면에서 산란된 광의 강도를 측정하도록 구

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기판온도 및 증착압력에 따라 제조된 에칭 전

ZnO : Al 박막의 XRD 회절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Fig. 1. XRD spectra of as-deposited ZnO : Al thin films at

various deposition conditions; (a) heater temperature, (b)

working pressure.

Table 1. Deposition conditions of rf sputtered ZnO : Al thin films.

Parameters Values

Base pressure (torr) < 2 × 10-7

Working pressure (mtorr) 0.5-50

Heater temperature (
o

C) 250 300 350 400

Surface temperature of glass substrate (oC) 80 100 135 150

Ar gas flow (sccm) 3

RF power (W)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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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증착조건하에서 제조된 모든ZnO : Al 박막은 육

방정계 (Hexagonal würtzite) 구조를 갖으며 (002)면의 c축

우선배향성을 나타내었다.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0.5 mtorr의 증착압력하에서 히터온도를 250 oC에서 400 oC

로 증가시키는 경우 히터온도 350 oC까지는 박막의 우선

배향성이 점차로 증가하였으며 이후로는 일정하게 유지

되었다. 반면에 350 oC의 히터온도에서 증착압력을 0.5 mtorr

에서 3.0 mtorr까지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압력변화에 관계

없이 거의 일정한 우선배향성을 나타내었다 (Fig. 1(b)).

XRD 분석결과로부터 Scherrer formular 식을 이용하여

입자의 결정크기(D)를 산출하였다.

(1)

계산에 적용된 x-ray 파장(λ)은 Cu kα선으로 1.5405 Å

이며, β는 [001] 피크의 반치폭, θ는 회절각을 나타낸다.

XRD 결과로부터 [001] 피크의 반치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 FWHM)는 약 0.194o-0.197o로 측정되었

으며 이로부터 식 (1)에 의하여 계산된 입자의 결정크기는

약 42-43 nm로 나타났다.

히터온도 350oC에서 0.5 mtorr-3.0 mtorr 사이의 증착압

력에 따라 제조된 에칭 전 ZnO : Al 박막의 비저항값은

4.5-5.0 × 10-4Ω·cm로 모든 조건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

내었다. 0.5 mtorr 증착압력에서 히터온도 250 oC에서

400 oC까지 변화시키는 경우도 비저항값은 큰 변화없이

4.5-5.0 × 10-4Ω·cm의 값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마그

네트론 스퍼터링 방식으로 제조된 ZnO : Al 박막의 경우

D
0.9λ

β θcos
---------------=

Fig. 2. Comparison of optical transmittance of commercial

Asahi U glass and as-deposited ZnO : Al thin films at different

working pressure and commercial.

Fig. 3. Changes in surface morphologies of ZnO : Al thin films deposited at working pressure of 0.5 mtorr and heater temperature

of 350 oC as a function of different etching times; (a) 0 sec, (b) 30 sec, (c) 45 sec, (d) 6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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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있다.12-14) 기판온도가 낮은 경우 전기전도

성이 우수한 박막을 얻을 수 있는 증착압력 범위는 상당

히 좁은 반면, 기판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압력범위가 증

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 제조된 ZnO : Al

박막들이 기판온도나 증착압력에 상관없이 우수한 전기

전도성을 갖는 이유는 박막 증착시 유리기판의 표면온도

가 100 oC이상이며 증착압력 범위도 우수한 전기전도도

를 얻을 수 있는 수 mtorr범위내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100 oC이하의 기판온도와 수십 mtorr 이상의 영역

에서 제조된 ZnO : Al 박막의 경우는 다른 연구결과와 마

찬가지로 비저항값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2는 히터온도 350 oC에서 증착압력에 따라 제조된 에

칭 전 ZnO : Al 박막의 광 투과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현재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상

용기판으로 사용되는 Asahi U형 SnO2 : F 박막 의 광 투

과도를 함께 표시하였다. 증착된 ZnO : Al 박막의 두께는

약 1 µm정도로 유리기판과 박막 그리고 공기 계면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에 의한 보강·상쇄‚ 간섭 현상에 의하여

파장에 따라 투과도의 최고값과 최저값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착된 ZnO : Al 박막은 가시광 영역에서 평

균 80%이상의 우수한 광 투과도를 나타낸다. 단파장 영

역에서는 투과도가 감소하며 이는 ZnO : Al 박막의 광학

적 밴드갭에 의한 광 흡수에 기인한다. 장파장 영역에서

의 광 투과도 감소는 ZnO : Al 박막의 자유전자에 의한

plasmon resonance 현상에 의하며 증착압력이 낮을수록

ZnO : Al 박막의 광 흡수정도가 증가한다. 증착압력 감소에

따른 광 흡수 증가는 낮은 압력에서 증착된 박막에서 많은

자유전자가 형성됨을 의미한다.15)

ZnO : Al 박막의 낮은 표면반사와 높은 광포획 (light

trapping)에 의한 광학적 이동경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표면 텍스처링을 실시하였으며 에칭 시간에 따른 표면형상

변화를 SEM분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Fig. 3). Fig. 3(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칭 전 ZnO : Al 박막의 표면은

치밀하고 평탄한 표면 특성을 나타내며 단면 관찰 (여

기서는 표시하지 않음)로부터 주상형태로 성장되어 XRD

분석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1% HCl 용액에서

에칭한 ZnO 박막 표면에서는 0.5-1 µm 지름을 갖는

crater들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0초와 45초

에칭 후에서는 표면에 균일한 분포의 crater들이 형성되

는 반면 60초 에칭 후는 crater 의 크기가 불균일해지며

일부 박막에서는 과도한 에칭에 의한 홀 (hole)이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홀과 같은 표면결함

발생은 이후 제작되는 태양전지 소자의 전기적 단락을 유

발할 수 있다.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전면전극으로

ZnO : Al 박막은 태양전지 소자의 직렬저항 감소를 위하

여 우수한 면저항의 확보가 필요하다. 표면 텍스처링을

위한 에칭이 진행될수록 박막의 두께 감소에 의하여 면

저항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면저항 감

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우수한 표면 텍스처링을 얻을 수 있

는 에칭시간 조건을 확립하여야 한다. 에칭 전 ZnO : Al

박막은 약 4-5 Ω/sq의 초기 면저항값을 갖으며 30초와

45초의 식각시간에 따라 에칭된 ZnO : Al 박막의 면저항

은 약 7-10 Ω/sq로 증가한다. 그러나 60초 에칭된 박막

의 경우는 30 Ω/sq이상으로 면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이는 에칭 후 박막의 과도한 두께 감소와 홀 등의 표

면결함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4는 히터온도 350 oC에서 증착압력에 따라 제조된

ZnO : Al 박막의 45초 에칭 후의 표면형상 변화를 나타낸

SEM 사진이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조건하의

증착압력에서 제조된 ZnO : Al박막에서는 모두 분화구

Fig. 4. Changes in surface morphologies of ZnO : Al thin

films deposited at different working pressures after 45 sec

etching; (a) 0.5 mtorr, (b) 2.5 mtorr, (c) 3.0 m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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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ter) 형태의 표면형상이 관찰된다. 그러나 0.5 mtorr의

낮은 증착압력에서는 균일한 형태의 분화구(Crater)들이 형

성되는 반면, 증착압력이 증가할수록 분화구(Crater) 크기

및 형태의 불균일성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스퍼

터링 방식으로 제조된 ZnO : Al박막의 에칭 후 표면형상

변화는 에칭 전 박막의 구조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

으며 에칭 후 박막의 표면형상에 따라 입사광의 산란 특

성이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 Kluth 등은 rf 스

퍼터링법으로 기판온도 및 증착압력에 따라 ZnO : Al 박

막을 증착하고 에칭 특성을 조사하여 기존에 알려진

Thornton 모델을 변형시켜 에칭 전 ZnO : Al박막의 구조

적 특성에 따른 에칭 후 표면형상 변화를 설명하였다.8)

기존 Thornton 모델이 스퍼터링법으로 기판온도 및 증

착압력에 따라 제조된 금속 박막의 구조 특성을 기판온

도 (Ts)와 녹는점 (TM)의 온도비 (Ts/TM)와 증착압력으로

설명한 모델이라면 O. Kluth에 의하여 수정된 모델은 온

도비가 아닌 기판온도와 증착압력으로 박막의 구조 모델

을 설명하고 기판온도의 영향보다는 증착압력의 영향을

중요시 하였다. Thornton 모델과 마찬가지로 수정된 모

델에서도 기판온도가 높고 증착압력이 감소할수록 치밀

한 구조를 갖는 박막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 수정된 모

델에 따라 설명된 ZnO : Al 박막의 에칭 후 특성은 에칭

전 박막의 구조적 특성, 특히 박막의 구조적 치밀성에 따

라 에칭 후의 표면형상이 결정되며 동일 기판온도 조건

하에서 높은 증착압력으로 제조된 박막은 빠른 에칭속도

로 균일하게 에칭되어 두께 감소가 크고 표면형상의 변

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반면에 증착압력이

낮은 경우는 박막의 치밀성이 증대되고 이방성 에칭이 증

가되어 적은 두께 감소로도 균일한 분화구(Crater) 형태

의 표면형상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도 Kluth가 제시한 모델의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 적용된 증착조건은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유리기판 표면온도가 100 oC 정도로 높고 증착압

력도 수 mtorr 정도로 낮으므로 에칭 후 박막은 모두 분

화구(Crater) 형태의 표면형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에칭 후

ZnO:Al 박막의 표면형상은 적은 압력변화에서도 분화구

(Crater) 형태가 변화될 정도로 증착압력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에칭 후 ZnO : Al 박막의 거친 표면형상 변화는 광 투

과도 및 Haze 특성 그리고 angular distribution function

(ADF) 등 박막의 광학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전면전극으로써 태양전지

효율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증착조건 및 에칭조건

에 따른 ZnO : Al 박막의 광학적 특성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5는 히터온도 350oC와 증착압력 0.5 mtorr에서 증

착된 ZnO : Al 박막의 에칭시간에 따른 광 투과도 및 Haze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칭

후 ZnO : Al 박막에서는 에칭 전 박막에서 관찰되는 보

강·상쇄‚ 간섭에 의한 투과도의 최고값과 최저값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표면형상의 변화에 따라 빛의 산

란이 증가되어 계면에서 발생하는 반사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총 투과도는 수직하게 통과된 광 (spectral light)

과 확산에 의한 광 (diffused light)의 투과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5(a)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에칭

Fig. 5. Optical transmittance and haze spectra of textured ZnO : Al thin films at different etching times; (a) total and diffused

transmittance, (b) h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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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확산 광(diffused light)에 의한 광

투과도가 점차로 증가하며, 측정영역 파장 전반에서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Fig. 5(a)의 결과로부터 계산된 표

면특성에 따른 입사광의 산란정도를 나타내는 Haze 값도

에칭 시간이 30초에서 60초까지 증가함에 따라 점차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Fig. 5(b)).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60초 이상에서 에칭된 ZnO:Al 박막은 과도한 에

칭에 의하여 표면결함이 발생하며 면저항이 크게 증가함

으로 실제 전면전극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45초의 에칭시간을 갖는 ZnO:Al 박막이 전면

전극으로의 사용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히터온도 350 oC에서 증착압력에 따라 제조

된 ZnO : Al 박막을 45초 에칭한 후의 광 투과도 및 Haze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0.5 mtorr에서 제조된 ZnO : Al 박막에서 높은 확산 특성

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Fig. 6(b)의 Haze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0.5 mtorr에서 제조된 박막이 높은 압력

에서 제조된 다른 박막에 비하여 우수한 산란특성을 나

타내는 것은 표면에 형성된 균일한 형태의 분화구(Crater)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120-

135o 정도의 open angle과 1 µm 내외의 균일한 분화구

(Crater) 형태의 표면형상을 갖는 박막에서 우수한 산란

특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0.5 mtorr에서 증착된 박막이 가장 균일한 분화구(Crater)

형태를 갖는 표면형상을 나타내며 증착압력이 증가할수

록 분화구(Crater)의 크기 및 형태의 균일성이 나빠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산란특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된 ZnO : Al 박막은 상용화된 Asahi U형 SnO2 : F

박막에 비하여 우수한 산란특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일반적으로 Asahi U형 SnO2 : F 박막의 표면

형상이 hill형태의 거친 표면을 갖는 것에 비하여 분화

구(Crater) 형태의 ZnO : Al 박막이 보다 우수한 산란 특

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Fig. 6(a)의 광 투과도 특성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Asahi U형 SnO2 : F

박막의 광 투과도에서는 여전히 보강·상쇄‚ 간섭에 의한 투

과도의 최고, 최저값이 관찰됨으로써 충분한 산란효과가 발

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칭된 ZnO : Al 박막의 산란특성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위에서 사용된 Haze값 이외에 거친 표면에서 산란된 광을

산란된 각도에 따른 광 강도로 정의하는 angular distribution

function (ADF)이 제안되고 있다.9) Krc등은 박막 표면거

칠기에 따른 Haze 및 ADF값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

험을 통하여 비교하고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효율향상과

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Fig. 7은 앞서 제조된 ZnO : Al 박막의 에칭시간에 따른

ADF 변화 (a)와 증착압력에 따라 제조된 ZnO : Al 박막

의 45초 에칭 후의 ADF 변화 (b)를 나타낸 것이다. 산

란각도에 따른 상대적인 강도 비교를 위하여 감지된 빛

강도는 수직 입사광을 기준으로 보정 (normalize)을 진행

하였다. Fig. 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칭 후의 ZnO : Al

박막은 에칭 전 ZnO : Al 박막에 비하여 높은 산란특성을

나타낸다. 에칭 전 ZnO : Al 박막에서는 산란특성을 거의

관찰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입사광이 그대로 투과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에칭 전 박막의 표면이 평탄하여 입사광이 그

Fig. 6. Comparison of optical transmittance and haze spectra of commercial Asahi U glass and ZnO : Al thin films grown at

different working pressures after 45 sec etching; (a) total and diffused transmittance, (b) h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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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박막을 통하여 투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30 초

에칭된 ZnO : Al 박막에서는 입사된 빛이 30o이하의 각

도로 산란됨을 알 수 있고 에칭시간이 45초, 60초로 증

가됨에 따라 15o이하의 각도를 갖는 산란 빛의 강도가

30초 에칭된 박막에 비하여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거

친 표면의 산란특성을 정의하는 ADF와 Haze 결과를 상호

비교하면 서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본 ADF실험에서

사용된 레이저 파장은 633 nm이므로 Fig. 5(b)의 Haze

결과로부터 633 nm 파장값을 기준으로 에칭시간에 따른

Haze값을 비교하면 에칭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에칭된 박

막의 Haze값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7(b)는 증착

압력에 따라 제조된 ZnO : Al 박막을 45초 에칭한 후의

ADF 측정결과이다. 비교를 위하여 상용화된 Asahi U형

SnO2 : F박막과 ground glass diffuser의 ADF 값을 함께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로부터 상용화된 Asahi U형 SnO2 : F

박막에 비하여 본 실험에서 제조된 ZnO : Al 박막의 ADF

값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0.5 mtorr에서 제조된

ZnO : Al 박막이 2.5 mtorr와 3.0 mtorr에서 제조된 박막에

비하여 ADF 값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에칭시간에 따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ZnO : Al 박막의 표면에 입사된 대부

분의 입사광은 30o이하의 각도로 산란되며 특히 20o이내

에서 증착조건에 따라 산란광 강도가 변화되었다. 이러한

ADF 변화값은 Fig. 6(b)의 Haze 결과와도 잘 일치하며

앞서 설명한 에칭시간에 따른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

여준다. 표면구조결과와 비교해보면 균일한 크기 및 형

태의 분화구(Crater) 특성을 갖는 표면에서 우수한 산란특성

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친 표면 특성

에 의한 빛의 산란을 정의함에 있어 ADF 측정은 Haze측

정과 함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 산란각도와

그에 따른 상대적인 산란강도를 측정할 수 있어 기존의

Haze 측정보다 보다 우수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실험결과로부터 기판온도 350 oC와 증착압력 0.5 mtorr

에서 증착된 박막을 45초 에칭하는 경우 10Ω/sq 이하의

면저항을 갖으며 균일한 crater 형성에 의한 높은 광 산

란특성을 갖는 전기적, 광학적 특성이 우수한 ZnO : Al

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우수한 물질 특성을 갖는

ZnO : Al 박막을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용 전면전극으로

사용함으로써 태양전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결 론

다양한 기판온도 및 증착압력 하에서 rf 마그네트론 스

퍼터링법을 이용하여 유리기판 위에 ZnO : Al 박막을 증착

하고 증착조건에 따른 습식 식각 후의 표면형상 변화와

이에 따른 광 투과도, Haze, ADF 등의 광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히터온도 250-400 oC와 증착압력 0.5-3.0 mtorr

에서 증착된 모든 박막은 육방정계(hexagonal wurtzite)

구조를 나타내며 유리기판에 수직한 c축 우선 배향성을

나타내었다. 히터온도 350 oC, 증착압력 0.5 mtorr에서 80%

이상의 높은 투과도와 4.5 × 10-4 Ω·cm의 낮은 비저항을

갖는 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 1% HCl 용액을 이용하여

증착된 ZnO : Al 박막을 습식 식각한 경우 분화구

(Crater) 형태의 표면형상이 형성되었으며 형태 및 균일성

은 에칭 전 증착조건에 따라 변화하였다. 습식 식각에 따

Fig. 7. ADF spectra of textured ZnO : Al thin films prepared at different etching time and deposition conditions; (a) etching time,

(b) workin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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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ZnO : Al 박막의 광 특성은 증착 조건 및 습식 시간

에 따른 표면형상 변화에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었으며 균

일한 형태의 분화구가 형성되는 경우에서 높은 Haze값과

상대적으로 넓은 산란각을 갖는 우수한 광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광 특성 분석결과로부터 넓은 산란각을 갖

는 표면에서 높은 Haze값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작된 ZnO : Al 박막은 기존의 상용화된 Asahi

U형 SnO2 : F 박막에 비하여 우수한 전기전도성과 Haze

및 ADF 값의 광 산란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superstrate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전면전극으로써 충

분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태양전지

제조시 광 변환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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