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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studied methods to save Si source during the fabrication process of crystalline Si solar cells. One way
is to use a thin silicon wafer substrate. As the thickness of the wafers is reduced, mechanical fractures of the substrate increase
with the mechanical handling of the thin wafers. It is expected that the mechanical fractures lead to a dropping of yield in the
solar cell process. In this study,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220-micrometer-solar grade Cz p-type monocrystalline Si wafers
were investigated by varying saw-damage etching condi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flexural strength of ultra-thin
monocrystalline Si solar cells. Potassium hydroxide (KOH) solution and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TMAH) solution
were used as etching solutions. Etching processes were operated with a varying of the ratio of KOH and TMAH solutions in
different temperature conditions. After saw-damage etching, wafers were cleaned with a modified RCA cleaning method for
ten minutes. Each sample was divided into 42 pieces using an automatic dicing saw machine. The surface morphologies were
investigat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3D optical microscopy. The thickness distribution was measured by
micrometer. The strength distribution was measured with a 4-point-bending tester. As a result, TMAH solution at 90oC showed
the best performance for flexural strength.
Key words solar cell, ultra-thin silicon wafer, saw damage etching, flexural strength.

1. 서

론

째 공정인 절삭손상 식각(saw damage etching) 공정과
표면 조직화(surface texturing) 공정이다. 본 연구는 실리
콘 웨이퍼가 얇게 되었을 경우 표면 형상에 의한 파괴
시의 강도 상승 효과를 보기 위해 단결정 실리콘 태양
전지 제작에서의 절삭손상 식각 공정에 대한 실험을 진
행하였으며, 식각 조건 변화에 따른 단결정 실리콘 기판
의 곡강도 변화의 경향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은 기존 절
삭손상 식각 공정에 사용되던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포함
하여 알칼리 식각 용액의 종류를 변화시켰으며, 각각의 온
도 조건도 변화시켜 진행하였고, 그 후 곡강도와 표면 형
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5)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 공정에 있어서 공정 단가를 줄
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통하여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 실리콘 태양전지
공정 비용의 50%를 차지하는 실리콘 기판의 두께를 얇
게 하여 공정 단가를 줄이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1,2) 하
지만 실리콘 기판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공정 중 파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있어서 수율의 저하
에 따른 최종 공정 단가의 상승이 예상된다.3)
같은 두께, 같은 조건의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기판
에서 파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는 표면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3,4)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공
정 중 표면의 형상을 결정짓는 공정은 첫 번째, 두 번

2.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된 실리콘 기판은 Boron 도핑된 5 인치의
태양전지용 p-type 단결정 웨이퍼(Cz)를 사용하였으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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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의 초기 두께는 약 220 µm였다. 기판 표면의 먼지
를 제거하기 위하여 QDR (quick drain rinse) 세정을 1회
실시한 후, 각각의 온도 및 용액 조건에 따라 절삭손상
식각 실험을 진행하였다. 식각 용액은 실리콘의 이방성 식
각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용액인 사메틸수산화암모늄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TMAH) 용액과 수산
화칼륨(potassium hydroxide, KOH) 용액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용액의 식각 속도에 맞추어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그룹은 TMAH (20wt%) 용액에서
70oC; 40분, 80oC; 20분, 90oC; 15분 동안 식각을 실시
하였고, 두 번째 그룹은 KOH(45wt%) 용액에서 70oC; 27
분, 80oC; 13분, 90oC; 10분 동안 식각을 실시 하였다.6)
그 후 염산/과산화수소 혼합 용액과 황산/과산화수소 혼
합 용액에 각각 10분간 화학 습식 세정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한국 산업 규격(KS)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
스의 상온 꺾임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4점 굽힘 시험(4point bending test)을 진행하였다. 각 기판은 KS 규격에
맞추어 62.5 mm × 4 mm 크기로 각각 절단하였다(automatic dicing saw; DAD3350 - DISCO).7) 각 시편은 만
능시험기 (Instron UTM5848)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하
였으며, 굽힘 시험 시 로드셀(load cell)의 하중은 10 N이
였으며 크로스헤드(crosshead)의 속력은 10 mm/min으로
하였다. 굽힘 시험을 통하여 측정된 압축 하중위치파단
(compression breaking load)을 아래에 주어진 식 (1)을
이용하여 곡강도 값으로 환산하였다. 각 기판의 표면 형
상은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300, HITACHI)을 사용하여 얻었으며, 패턴의 깊이는
3D 광학현미경(3D optical microscope, LEXT OLS3000,
OLYMPUS)으로 측정하였다. 파괴된 시편의 두께는 마이
크로미터기(digimatic micrometer, MPC-25PJ, MITUTO

YO)로 측정하였다.
3P ( L – l )
2
σ f ( MPa ) = ---------------------- × 9.8m ⁄ s
2
2wt

(1)

P : compression breaking load (kgf)
w : width (mm)t : thickness (mm)

3. 결과 및 고찰
3.1 기판의 두께 분포 및 곡강도
4점 굽힘 시험에 의하여 파괴된 각 시편의 두께를 측
정한 후,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기판의 두께는
각각의 용액의 종류와 온도 조건에 따라 식각률을 계산하
여 시편들이 같은 두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
절삭손상 식각 후의 기판의 두께는 기존의 식각 전 기판
의 두께 분포에 비례하였으며, 한 장의 웨이퍼 내에서의
최대-최소 두께 차는 10~20 µm 였다. 실리콘 기판의 평
균 두께는 Table 1과 같다.
4점 굽힘 시험 후, 압축 파단위치하중과 Fig. 1의 두께
분포 데이터를 통하여 계산한 결과를 Fig. 2를 통하여 나
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단결정 실리콘 기판 내에서의 곡
강도의 분포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Fig. 1과 Fig.
2를 비교하였을 때 기판의 강도 분포는 두께 분포를 완
전히 따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은 측정된 단결정 실리콘 기판의 강도의 최대 및
최소 값에 따른 강도의 범위 그래프이다. 각 시편의 양
끝 단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편의 두께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기판의 최대 두께와 최소 두
께에 따른 강도 값의 범위를 구하고자 하였다. Fig. 1의
두께 분포 데이터에서 최대 두께와 최소 두께를 추출하

Fig. 1. Thickness distribution of Si wafers with each condition, (a) TMAH; 70oC, (b) 80oC, (c) 90oC, (d) KOH; 70oC, (e) 80oC and (f) 9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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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ickness range and average thickness.
TMAH (20wt%)
Temp.
o

70 C
o

80 C
o

90 C

KOH (45wt%)

Range(µm)

Average(µm)

Range(µm)

Average(µm)

171~186

181

166~184

178

174~193

186

169~183

178

168~186

180

163~181

175

Fig. 2. Strength distribution of Si wafers with each condition, (a) TMAH; 70oC, (b) 80oC, (c) 90oC, (d) KOH; 70oC, (e) 80oC and (f) 90oC.
Table 2. Average strength of wafers.
TMAH (20wt%)

KOH (45wt%)

70 C

404.74 MPa

380.24 MPa

80oC

460.39 MPa

403.86 MPa

495.22 MPa

412.32 MPa

o

o

90 C

Fig. 3. Maximum and minimum value of strength.

였으며, 그 후 굽힘 시험을 통해 얻어진 시편 각각의 압
축 하중위치파단 값을 식 1에 최대 두께와 최소 두께를
함께 적용하여 각 시편 별 곡강도 값을 최대 두께에 의
한 최소 곡강도 값 42개와 최소 두께에 의한 최대 곡강
도 값 42개로 나누어 구하였다. 각 기판에서 시편들의 최
대, 최소 곡강도 값들을 평균 내어 각 기판 별 최대 및
최소 곡강도 값을 구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곡강도 값을
통하여 각 기판의 곡강도 범위를 유추할 수 있었다.

Table 2는 Fig. 2의 곡강도 분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기판의 평균 강도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하여 TMAH
(20wt%) 용액을 사용하여 절삭손상 식각을 한 기판이
KOH (45wt%) 용액을 사용하여 식각을 한 기판보다 전
체적으로 높은 강도 분포를 나타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화학적 습식 식각의 온도 조건이 높을수록 더 높은
강도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기판의 표면 형상
SEM 장비를 사용하여 얻은 기판의 표면 형상 사진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기판의 표면 형상을 살펴보게 되면
Table 2의 평균 강도 값에서 알 수 있듯이 사각형 형상
의 숫자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줄어들고 전체적인 형
상의 크기가 증가 할 수록 편평한 면이 넓어져 곡강도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MAH (20wt%)에 의
하여 식각된 기판이 KOH (45wt%)에 의하여 식각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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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images of etched surface morphology. (a) TMAH SDE 70oC, (b) TMAH SDE 80oC, (c) TMAH SDE 90oC, (d) KOH SDE
70oC, (e) KOH SDE 80oC and (f) KOH SDE 90oC.

판보다 직사각형에 가까운 사각형 형상이 많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KOH (45wt%)로 식각한
기판은 둥근 사각형 형상이 많이 존재하였다. 이를 통
하여 표면 형상의 균일함과 편평함이 단결정 실리콘 기
판의 강도 값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

3.4 시편 표면의 사각형 형상의 깊이
각 시편의 사각우물 패턴의 형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표
면의 굴곡을 관찰하기 위하여, 3D 광학현미경을 이용하
여 패턴 한 개의 형상과 깊이를 측정하여 Fig. 5와 Table
3에 각각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곡강도가 높았던 TMAH
용액을 이용하여 절삭손상 식각한 기판은 약 2 µm 의 깊
이를 나타내었고, 반면에 작은 강도를 나타내었던 KOH

용액을 이용하여 식각한 기판은 3 µm 이상의 깊이를 나
타내었다. 사각형 형상 한 개가 차지하는 폭은 TMAH 용
액을 사용한 기판이 KOH용액을 사용한 기판보다 넓은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KOH 용액을 이용하여 절삭손상
식각한 실리콘 기판의 표면의 사각형 형상이 TMAH 용
액으로 식각한 기판보다 좁고 깊은 형상을 나타내어 불
규칙한 표면 상태에 의한 곡강도의 저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3.5 고찰
실리콘 웨이퍼는 세라믹과 같은 취성 변형 특성을
타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하는 기계적 충격에 의하여
괴 현상이 발생할 경우 재료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이
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태양전지용 단결정

나
파
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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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3D OM images of Si wafer surface and rectangular pattern depth morphology, (a) TMAH; 70oC, (b) 80oC, (c) 90oC, (d) KOH;
70oC, (e) 80oC and (f) 90oC.

된다.3,7) 같은 알칼리성 계열의 식각 용액인 수산화칼륨
(KOH) 용액 보다 사메틸수산화암모늄(TMAH) 용액을 사
용할 경우에 곡강도 특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같
은 온도에서 표면의 사각형 형상의 형성이 수산화칼륨

리콘 기판의 경우 잉곳 상태로부터 절삭되어 출하된 상
태에서 표면에 존재하는 절삭손상 층을 제거한 후에는 그
밖에 기판 내부의 결함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
로 실리콘 기판 표면의 형상에 따라 곡강도가 결정되게
Table 3. Widths and depths of rectangular patterns.
Temp.
70oC
80oC
90oC

TMAH

KOH

1/2 Width(µm)

Depth(µm)

1/2 Width(µm)

Depth(µm)

41.7

2.67

30.8

3.72

42.8

1.80

32.0

3.58

32.8

1.30

33.1

3.86

25.1

1.97

28.5

2.83

36.9

2.64

31.1

2.64

35.2

0.71

37.5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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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으로 식각된 시편의 형상에 비하여 넓고 얕은 사각
형 형상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표면의 굴곡
의 숫자가 적고 균일하기 때문에 곡강도 특성이 높게 나
오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또한, 같은 용액 조건에서 온
도 조건을 높게 하였을 경우에 곡강도 값이 높게 나오는
이유도 사각형 형상의 넓이가 공정 온도 상승에 따라 넓
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균일한 표면을 형성하여 곡
강도 값이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50 µm 이하 급 초박형 실리콘 기판을 이용
한 태양전지 공정에서 기판의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
로 첫 번째 공정인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절삭손상 식각 공
정에서 기판의 곡강도를 높이는 연구를 하였다. 실리콘 기
판에 대한 대표적인 식각 용액인 수산화칼륨 (KOH) 용
액, 사메틸수산화암모늄(TMAH) 용액을 각각 70oC, 80oC,
90oC에서 같은 두께로 식각을 하였을 때 고온 공정에서
는 KOH 용액보다는 TMAH 용액을 사용할수록 높은 곡
강도 특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좁고 깊
은 사각우물을 형성하는 KOH 용액에 비하여 TMAH 용
액이 실리콘 기판 표면에 상대적으로 넓고 얕은 사각형
형상을 형성하면서 균일한 표면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얇은 실리콘 웨이퍼의 곡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고온에서 공정할수록 사각형 형상의 숫자
가 적어지고 넓어지는 이유로 표면이 균일하게 되어, 곡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에 대
한 결과는 앞으로 50 µm 이하의 실리콘 기판을 제조할
시 적용되어 절삭손상 식각 공정에서 다음 공정인 표면

조직화(surface texturing)에 도달할 때까지 수율이 떨어지
는 현상을 막을 뿐 아니라, 단면 조직화된 기판을 사용
하게 되는 태양전지 기판의 경우에는 최종 공정까지 표
면 형상이 유지되어 전체적인 태양전지 공정 수율에 더
욱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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