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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parent conducting oxides (TCOs) used in the antireflection layer and current spreading layer of heterojunction

solar cells should have excellent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Furthermore, TCOs need a high work function over 5.2 eV

to prevent the effect of emitter band-bending caused by the difference in work function between emitter and TCOs. Sn-doped

In2O3 (ITO) film is a highly promising material as a TCO due to its excellent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However, ITO

films have a low work function of about 4.8 eV. This low work function of ITO films leads to deterioration of the conversion

efficiency of solar cells. In this work, ITO films with various Zn contents of 0, 6.9, 12.7, 28.8, and 36.6 at.% were fabricated

by a co-sputtering method using ITO and AZO targets at room temperature. The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Zn-doped

ITO thin films were analyzed. Then, silicon heterojunction solar cells with these films were fabricated. The 12.7 at% Zn-doped

ITO films show the highest hall mobility of 35.71 cm2/Vsec. With increasing Zn content over 12.7, the hall mobility decreases.

Although a small addition of Zn content increased the work function, further addition of Zn content over 12.7 at.% led to

decreasing electrical properties because of the decrease in the carrier concentration and hall mobility. Silicon heterojunction solar

cells with 12.7 at% Zn-doped ITO thin films showed the highest conversion efficiency of 15.8%.

Key words work function, heterojunction solar cell, ITO, sputter.

1. 서  론

투명전도 산화막(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은

평판 디스플레이 기반의 정보표시용 단말소자와, 터치 패

널 등과 같은 정보처리의 시각화를 위한 소자뿐 아니라,

태양전지, 스마트 윈도우와 같은 에너지 생산 및 절감을

위한 기술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핵심 기반재료이

다.1) 최근 급등한 유가와 화석에너지의 환경오염 문제로

인하여 청정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

운데, 태양전지 분야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2) 그 중

TCO를 사용하는 박막 태양전지, 유기태양전지 및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현재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에서 사용되는 TCO는

반사방지막 및 전류 확산층으로 사용되고 있어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이 우수해야 하며, 에미터와 TCO 사이의

일함수(work function) 차이에 의해 일어나는 밴드 휘어

짐(band bending) 현상 때문에 5.2 eV 이상의 높은 일함

수를 가져야 한다. Sn-doped In2O3 (ITO)박막은 낮은 반

사도와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져 실리콘 이종접합 태

양전지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4) 그러나 ITO 박막은 약

4.8 eV의 낮은 일함수를 가져 밴드 휘어짐 현상에 의해 정

공이 전면전극으로 흐르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태양전지

의 충진율과 개방전압을 낮춰 효율저하의 요인이 된다.5)

TCO의 일함수가 5.0 eV 이하일 때, 밴드 휘어짐 현상은

크게 일어나 정공이 잘 흐르지 않아 낮은 개방전압과 충

진율을 가져 낮은 효율을 가지나, 5.2 eV 이상일 때 밴

드 휘어짐 현상이 거의 없는 플랫 밴드(flat band) 가 형

성되어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TCO는 축

퇴 반도체로서 페르미 준위(Fermi level)가 전도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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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3.0 eV 이상의 밴드갭(band gap) 을 가지고 있

다. 일함수는 물질 내에 있는 전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의 일로서 진공 준위(vacuum level) 에서 페

르미 레벨의 차 (φ = EVAC− EF)로 나타내기 때문에 물질

의 조성을 변화를 통한 밴드갭 조절과 운반자인 전자의

농도를 낮춤으로서 일함수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6) 그

중에서 전자의 농도 조절이 일함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친다. T. Minami는 다양한 이원계-이원계(binary-binary

oxide) 또는 삼원계-삼원계(ternary-ternary oxide) 산화물을

co-sputtering 하여 얻은 실험 결과를 통해 일함수는 전자

의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를 통해 전자의 농도 감소시킴으로 일함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7) 

본 연구에서는 TCO의 일함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rf 마

그네트론 스퍼터를 이용하여 AZO와 ITO 타겟을 co-sputter

해 ITO 박막에 Zn 첨가량에 따른 박막의 특성을 분석하

고, 제작 된 TCO를 이용하여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

를 제작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AZO 타겟을 사용한

이유는 AZO 타겟 내에 존재하는 Al3+ 가 In3+을 치환하여

더 높은 전기적 특성을 얻을 수 있다는 보고되고 있어

AZO 타겟을 사용하였다.8)

2. 실험 방법

Zn 가 첨가된 ITO 박막은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Zn 첨가는 AZO 타겟을 이용하여

도핑하였으며, AZO 타겟은 2 wt.% Al2O3를 함유한 ZnO

타겟을, ITO 박막은 10 wt.% SnO2를 함유한 In2O3 타겟

을 사용하였다. 기판으로는 0.5 mm 두께의 코닝 글래스

(Eagle XG)를 사용하였다. 타겟과 기판간의 거리는 120

mm로 고정하였으며, 균일한 증착을 위하여 기판 홀더를

회전시키며 증착하였다. 챔버의 배경 압력은 1 × 10−6 torr

이하로 유지하였고 지속적인 고진공 유지를 위하여 load-

lock 챔버를 이용하여 기판을 장입하였다. 스퍼터 가스로

는 6N의 Ar 가스를 사용하였으며, 가스 유량은 20 sccm

으로 유지하여 증착하였다. 챔버 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40분간 pre-sputtering을 하였고, 증착압력은 1 mtorr

로 유지시켜 증착하였다. ITO 박막의 경우 rf 세기는 120

W로 고정하였으며, AZO는 도핑량을 조절하기 위해 30~

120 W로 변화시키며 제작하였다. Zn를 도핑 한 ITO 박

막의 두께는 100 nm로 고정하였다. 박막의 두께 제어는

surface profilometry (KLA-tencor, ASIQ)를 사용하여 미리

측정된 증착속도 값을 이용하여 증착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졌고, Zn 함량은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EPM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박막의 구조적 특성은 Cu-

Kα (λ = 0.154 nm) 단일광을 사용하는 X-ray diffractometer

(XRD, Bruker D8)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기적 특성

은 자체 제작한 Four Coefficient Method (FCM) 장비를

개조한 Hall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6,000 G

의 자기장을 시편에 인가하여 Van der Pauw 방법으로 전

기 전도도와 Hall 계수를 측정하여 캐리어의 농도, 이동

도와 비저항을 구하였다. 박막의 광학적 특성은 UV-Vis

spectrophotometer (Perkin Elmer, Lambda35)를 이용하여

파장 250~1100 nm에서 박막의 반사도 및 투과도를 측정

하였다.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는 총 Zn 함량에 따라

총 5개의 cell을 제작하였으며, 구조는 일반적인 실리콘 이

종접합 태양전지 구조인 전면 Ag전극/TCO/p-a-Si:H/i-a-

Si:H/c-Si(n)/i-a-Si:H/n-a-Si:H/TCO/후면 Ag 전극으로 제작

하였다. 제작 된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특성은 solar

simulator (WACOM, WXS-155S-10)를 이용하여 효율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Zn 첨가에 따른 ITO 박막의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각 개별 구성층인 ITO와 AZO

박막의 증착 조건을 확보하고 두께를 측정하였다. 모든

박막의 두께는 증착 시간을 조절하여 100 nm로 고정하

였고, 두께 측정은 surface profilometry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Fig. 1은 rf 파워에 따른 Zn 를 첨가한 ITO 박

막내의 Zn 함량을 나타내었다. 박막의 화학 조성 분석

은 EPM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ITO 박막은 rf 파워

120 W로 고정하여 증착을 하였다. Zn 박막의 rf 파워가

증가할수록 ITO 박막 내의 Zn 함량은 계속 증가하여

6~36 at.%의 범위의 함량을 가졌다. Al과 Sn은 무시할 정

도의 아주 작은 함량을 가졌으나, Al의 경우 AZO의 파

Fig. 1. Zn at.% of as-prepared Zn doped ITO films measured by

EPMA.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 특성에 대한 Zn 도핑된 ITO 박막의 일함수 효과 493

워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반면 Sn은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함량을 가졌다. 전도대에 존재하는 Al의 In을 치

환해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켜주나, 그 함량이 일정 이상

계속 증가할 경우 전도대에서 섭동을 일으켜 이동도의 감

소를 가져오게 되어 Al의 함량의 조절이 이동도의 증가

를 위한 중요 인자로 사료된다.8)

Fig. 2는 Zn 함량에 따른 ITO 박막의 XRD 분석 결과

를 나타내었다. 필름의 구조적인 특성은 θ-2θ 스캔 모드

로 XRD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증착 한 ITO 박막의 경우 비정질 구조를 가지고, ZnO의

경우 (002) peak을 나타낸다. XRD 측정 결과 Zn 도핑된

ITO 박막은 Zn의 함량에 상관없이 모든 필름에서 상온에

서 증착한 ITO와 같은 비정질 구조를 나타내었다.9,10) 

Fig. 3는 상온에서 증착한 100 nm 내외의 두께를 가지

는 ITO 박막의 (a) 비저항, (b) 자유전하 농도 및 (c) 홀

이동도 변화를 Zn 함량 변화에 따라 나타내었다. 6.9 at.%

Zn를 첨가한 ITO 박막에서 4 × 10−4 Ωcm의 최소 비저항을

가졌으나 Zn 함량이 더 늘어날수록 비저항의 증가를 가져

왔다. ITO 박막 내의 자유전하 농도는 Zn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Zn 함량이 12.7 at.%

에서 35.71 cm2/Vsec라는 비교적 큰 홀 이동도의 값을 가

졌으며, Zn 함량이 더 증가할수록 이동도의 감소를 가져

왔다. 이것은 Zn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전도대 내에 존재

하는 Al3+ 이온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섭동(perturbation)

의 영향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자유전하 농도의 감소와 홀

이동도의 증가는 Zn 를 첨가한 In2O3 (IZO) 박막과 비

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2가의 Zn가 3가의 In의 정규 위

치에서 치환되어 acceptor 역할을 함으로 자유전하 농도

의 감소를 가져오며, Zn2+가 결정립계의 산소 이온에 포

획된 전자를 중화시켜 주고 또한 구조적으로 grain 구조

에서 fiber 구조로 변화하면서 이동도가 증가하게 된다.11)

이를 통해 12.7 at.% 이상 Zn 함량이 증가할 경우 홀 이

동도의 감소는 Al3+ 이온에 의한 섭동과 Zn 대 In 비가

증가할수록 박막 내에 여러상의 박막이 혼합되어 있어 많

은 계면에서 산란이 일어나 이동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

인다.12) 

Fig. 4는 Zn 를 첨가한 ITO 박막의 250 nm에서부터

1100 nm 영역까지 광 투과도를 타나낸 것이다. 모든 박

막은 Zn 첨가 함량에 상관없이 약 80% 이상의 투과도를

유사한 투과도를 보였다. 반도체의 광학 밴드갭은 아래의

Fig. 2. XRD patterns of Zn-doped ITO films with the various Zn

contents of (a) 0, (b) 6.9, (c) 12.7, (d) 28.8 and (e) 36.6 at.%.

Fig. 3.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as-deposited Zn doped ITO

films, (a) resistivity, (b) Carrier concentration and (c) Hall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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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13)

αhv ∝ (hv − Eg)
β (for hv > Eg) (1)

식에서 hv는 포톤 에너지, Eg는 밴드갭 에너지이며, α

는 흡수계수로서 α = 4πk/λ로 정의되며, 지수 β 는 상수

로서 밴드간 천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다. 밴드

간 천이(band transition)가 direct allowed, direct forbidden,

indirect allowed 또는 indirect forbidden이냐에 따라 1/2,

3/2, 2 또는 3의 값을 가진다.14) TCO 박막은 축퇴 반도

체(degenerate semicondiuctor)이며, ITO 박막도 직접천이

형 밴드갭을 가지는 반도체이므로, 비어있는 포물선형 전

도대(empty parabolic conduction band)로의 직접적인 천

이가 허락된다는 가정을 하여(β = 1/2) 밴드갭을 계산할 수

있다.13,15) 흡수계수를 정의된 식과 같이 k로부터 구할 수

도 있으나, 실제 실험상으로는 측정된 투과 및 반사 스

펙트럼을 이용하여 아래의 간편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2)

여기서 T 와 R 은 각각 투과도와 반사도를 나타내며

d 는 박막의 두께를 나타낸다. Zn 함량에 따라 증착한 박

막들에 대하여 (ahv)2를 hv에 관하여 나타낸 플롯을 한 뒤

hv > Eg 인 범위에서 흡수가 0으로 되는 축까지 외삽하여

만나는 값이 광학 밴드갭이 된다. 이렇게 제작된 박막의

광학 밴드갭을 Fig. 5에 자유전하 농도에 대한 함수로 나

타내었다. T. Minami에 따르면 모든 이원계-이원계, 삼원

계-삼원계 산화물의 일함수는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면 감

소하고, 전자의 농도가 감소하면 증가하는 거동을 보였지

만, 밴드갭의 경우 일부 삼원계-삼원계 산화물에서 밴드

갭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일함수의 감소 또는 증가를

보였다.7) 본 실험 역시 전자의 농도 감소와 함께 광학 밴

드갭 또한 3.68, 3.63, 3.61, 3.58 그리고 3.55 eV 감소하

는 것으로 보아 T. Minami의 논문에 나온 일부 산화물

에서 나타나는 거동을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

해 Zn 첨가 한 ITO 박막의 일함수는 Zn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수한 TCO 재료는 높은 전기 전도도와 높은 광투과

도 또는 낮은 광흡수를 동시에 갖는 재료이다. TCO로서

의 물성의 정량적인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한 척도는

이득지수(Figure of Merit, FOM)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

다. 통상적으로 투명도전성 박막을 소자에 실제 적용시킬

시에는 필요로 되는 특성인 광 투과도와 면저항의 비로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방법은 증착되는 기판

의 종류 및 박막의 차원 (예를 들어 두께)에 관계되는 값

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판을 사용하거나 두

α
1

d
---

1 R–

T
------------⎝ ⎠
⎛ ⎞ln=

Fig. 4. Transmission spectra of Zn doped ITO. Fig. 5. The optical band gap energy as a function of the carrier con-

centration.

Fig. 6. The FOM of the as-deposited Zn doped ITO films as a function

of Zn/(In + Zn) atomic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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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가 현저히 틀린 경우 서로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기판의 종류나 박막의 두께 변수를 포함하지 않

는 값인 비저항과 흡수계수를 사용하여 아래 식과 같이 투

명도전성 박막의 이득지수를 표시하고자 하였다. Fig. 6는

상기 식에 의하여 구해진 박막의 이득지수를 나타내었다.

FOM = σ / α = 1/(ρα) (3)

이득지수 역시 12.7 at.% Zn 를 첨가한 ITO 박막에서

0.97 Ω−1 의 가장 높은 값을 가졌으며, Zn 함량이 계속

증가할수록 이득지수의 값 역시 계속 감소하였다. 이는

문헌에 보고된 ITO 박막의 이득지수 4 Ω−1 보다 작은 값

이지만,16) 일반적인 ITO 박막은 주로 200~350oC 온도에

서 증착하여 1~2 × 10−4 Ωcm 정도의 비저항 값을 가지지

만,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에서는 비정질 실리콘 때

문에 200oC이하의 공정 온도를 가져가야 하는 것을 비

추어보면 크게 작은 값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산소를 도

핑하거나 200oC 이하의 온도에서 후 열처리를 통해서 문

헌에서 보고되는 ITO 박막의 이득지수와 비슷한 값을 얻

을 수 있으리라 본다.

상기 제작 된 TCO를 실제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

를 제작 하여 일함수의 변화에 따른 태양전지의 효율 변

화를 고찰하였다. Fig. 7과 Table 1은 Zn 함량에 따른 실

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특성 변화에 대해 나타내었

다.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는 n-type crystal 실리콘에

PECVD를 이용하여 passivation layer로 i-a-Si:H layer를

양면에 증착한 후, 에미터로 p-a-Si:H layer를 증착하고,

back surface field (BSF)로 n-a-Si:H를 증착하였다. 그 후

에 sputter를 이용하여 전면에 Zn 를 첨가한 ITO 박막을

증착하였고, 후면에는 일정하게 ITO 박막을 증착한 뒤

screen printing을 이용하여 전, 후면에 Ag 전극을 형성하

였다. Cell size는 9 cm2으로 고정하였다. 측정 결과 Zn가

첨가 될수록 효율 증대를 가져와 12.7 at.% Zn 를 첨가

한 ITO 박막을 증착한 cell에서 가장 높은 15.85%의 효

율을 가졌으며, 단일 ITO 박막을 증착한 cell에 비해 개

방전압과 충진율의 증가로 약 1.5% 이상의 효율 증대 효

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Zn 의 함량이 더 증가한 28.8과

36.6 at.%일 경우, 12.7 at.% 일 경우보다 더 높은 일함수

를 가지지만 오히려 효율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것은 Zn

함량이 증가할수록 일함수는 증가로 개방전압은 비슷하거

나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박막 내에 여러상의

박막이 혼합되어 있어 많은 계면에서 산란이 일어나 이동

도의 감소와 비저항의 증가로 인해 직렬저항의 증가를 가

져와 충진율의 감소를 야기해 효율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

것을 통해 높은 일함수를 가지더라도 전기적 특성의 저하

는 오히려 cell의 효율 감소를 나타내 최적의 상대적인 도

핑 조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4. 결  론

스퍼터링법을 사용하여 ITO 타겟과 AZO 타겟을 이용

하여 Zn 함량에 따른 ITO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 및

일함수를 조사한 후,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를 제작하

여 일함수 변화에 따른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12.7 at.%

Zn 를 첨가한 ITO 박막의 경우 단일 ITO 박막과 비교

하였을 때, 비저항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자유전하의 농도

감소와 홀 이동도의 큰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Zn 함

량이 증가할수록 자유전하 농도는 계속 감소하지만, 박막

내에 여러 상이 존재해 오히려 홀 이동도의 감소를 가져

와 비저항이 크게 증가하였다.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특

성 평가를 통해서 Zn 함량이 증가할수록 일함수의 증가

를 가져왔지만, 오히려 전기적 특성의 감소를 가져와 실Fig. 7. Illuminated I-V characteristics of Zn doped ITO.

Table 1. Characteristics of silicon heterojunction solar cells with different Zn composition.

Zn contents V
∝
 (V) Jsc (mA/cm2) FF Band-gap Eff (%)

0 at.% 0.674 34.19 0.61 3.68 14.31

6.9 at.% 0.677 34.45 0.677 3.63 14.80

12.07 at.% 0.679 34.70 0.662 3.61 15.85

28.8 at.% 0.675 35.49 0.578 3.59 14.07

36.6 at.% 0.685 36.248 0.305 3.58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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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특성을 감소시켰다. 이를 통해

높은 5.2 eV 이상의 높은 일함수를 가지더라도 TCO의 전

기적 및 광학적 특성 저하는 오히려 cell의 효율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최적의 상대적인 Zn의 첨가량이 있

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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