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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a combined CVD and ALD equipment system, multi-layer quantum well structures of Al2O3/a-Si/Al2O3 were

fabricated on silicon Schottky junction devices and implemented to quantum well solar cells, in which the 1~1.5 nm

thicknesses of the aluminum oxide films and the a-Si thin film layers were deposited at 300°C and 450°C, respectively.

Fabricated solar cell was operated by tunneling phenomena through the inserted quantum well structure being generated

electrons on the silicon surface. Efficiency of the fabricated solar cell inserted with multi-quantum well of 41 layers has

been increased by about 10 times that of the solar cell of pure Schottky junction so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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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과 저가 생산

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Si은 이미 반도체산

업에서 전기적,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뛰어나고 비독

성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안정성이 증명된 물질임이

증명되었다. 제1세대 태양전지는 고품질 실리콘을 사

용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고품질 실리콘을 사용

함으로써 결함이 적기 때문에 높은 효율이 기대되지만

단일 밴드갭 소자에 대하여서는 한계효율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상황에서 고효율의 실리콘계 태양전지를 실

현하기 위한 구조 및 공정 기술들의 개선에 대한 필요

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공정상에서 투과손

실, 양자손실, 전자-홀의 재결합 손실, 태양전지 표면의

반사손실, 전류전압 특성에 기인하는 손실 등이 발생하

는데, 변환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손실이 태

양전지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조사하고, 태양전

지의 구조설계와 공정개선을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된다[2,3].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

로 최근에 태양전지에 있어서 p형과 n형 반도체 사이

에 다층의 양자우물구조를 삽입하여 태양광의 투과손

실 저감과 태양광 단파장손실 저감시킴으로써 이론적

변환효율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효율 태양전지를 얻고,

제조원가를 절감시키는 실용 가능한 양자우물구조 태

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절연체와 절연체 사이에 삽입된 실리콘 양

자우물 구조에 있어서 실리콘 박막의 두께를 Bohr반경

이하로 작게 할 때에 유효 밴드갭이 증가되어 태양광

의 투과 손실과 단파장 손실을 저감시키는 현상을 이

용하는 것이다[4].

본 연구에서는 태양전지의 기본적인 변환효율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l2O3/a-Si/Al2O3 우물구조

를 다층으로 적층시킨 구조를 간단한 구조의 소자인

Schottky 접합의 태양전지에 적용하였다. 다층우물구조

의 삽입여하에 따른 Schottky 다이오드와 태양전지에†E-mail : khkim@c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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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기적 특성과 분석을 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양자우물구조가 태양전지의 변환효율을 개선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음을 실험적으로 제시하였다.

2. 실  험

Fig.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CVD 및 ALD 겸용 장

비 시스템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보인다. 이 시스템은 반

응실과 격리된 플라즈마 발생영역과 반응실인 CVD/

ALD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스공급은 MFC에 의

하여 조절된다. 아몰퍼스 실리콘박막은 CVD모드에서

DIPAS(Diisoprophylsilane, (H3Si[N{(CH)(CH3)2}2]) 소

스를 사용하였고[5], Al2O3 박막은 ALD모드에서 TMA

(Trimethylaluminium, Al2 (CH3)6)소스와 산소 라디칼

을 사용하였다[6]. 반응실의 베이스 진공도는 1 × 10-6

Torr. 이하이며, RF 전력은 1 kW까지 공급 가능한

13.56 MHz 유도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반응관의 상부

와 하부 쪽에 할로겐 램프를 배치시켜 최대 1000oC까

지 기판을 가열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있어서 각각의 구조와 소자를 제작하는

공정을 Fig. 2에 보였다. 양자우물구조의 기본적 터널

링 특성, 전기적 특성 및 태양전지 등을 제작 평가하기

위하여 phosphorus doping된 두께 300 μm의 비저항이

0.5 ~ 1.0 Ω·cm인 n-Si(100)를 사용하였다. Si 웨이퍼

들은 각각, 화학적 방법인 H2O:NH4OH:H2O와 H2O:

HCl:H2O2 용액을 쓰는 표준 RCA 세정방식[7]으로 세

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상기 설명한 CVD/ALD 겸용시

스템을 이용하여 성막 시 터널링용의 알루미늄 산화막

은 300oC의 기판온도에서 성장시켰고, a-Si은 450oC의

기판온도에서 성장시켰다. 실리콘과 알루미늄 산화막

의 두께는 각각 1 ~ 1.5 nm로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제

어하였다. 태양전지를 제작하면서 동시에 MIS 커패시

터를 따로 형성시켰는 바, 전류-전압(I-V), 커패시턴스-

전압(C-V),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측정 등 전기적 및 구조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MIS 커

패시터의 전극면적은 3 × 10−4 cm2이다. 

Al2O3/a-Si/Al2O3 우물구조를 다층으로 적층시킨 구

조를 태양전지에 적용시켰을 때 변환효율 개선 가능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구조의 소자인 Schottky 접

합의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비교를 위해 태양전지의

구조는 Fig. 2에서 보듯이 Schottky 구조 태양전지와

Schottky 구조의 계면에 41층의 Al2O3/a-Si/Al2O3 다층

우물을 삽입한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태양전지의 후

면 전체는 알루미늄으로 증착시켰으며, 전면에는 알루

미늄을 핑거형태로 증착시킨 후에 핑거 위에 각각

PECVD법으로 반사방지막인 실리콘 질화막을 80 nm

두께로 증착시켰다[8].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CVD 및 ALD 겸용 장비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작한 Al2O3/a-Si/Al2O3 다층우물구조의 전형적 단

면 TEM 사진이다. 1 ~ 1.5 nm 두께의 Al2O3/a-Si/

Al2O3 우물들의 형상이 잘 구분되며 각 계면도 평탄한

것으로 관찰되어 본 연구를 통하여 초박막의 다층우물

을 성공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Al2O3/Si(100) 계면 및 Al2O3/a-Si/Al2O3 계면의 형상과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mbined CVD and ALD

apparatus for silicon and aluminum oxide thin

films fabrication. Fig. 2. Fabrication process flowchart of the multiple

quantum well structures and sola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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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양자우물 구조를 태양전지에 적용함에 있어서

효율 등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므로 평

탄성과 전기적 특성의 양호함이 요구된다.

Fig. 4와 Fig. 5에 태양전지를 제작할 때 동시에 제작

한 n-Si 기판 위에 형성시킨 Schottky 접합 커패시터의

I-V 및 C-V 특성을 보인다. Fig. 4의 전류-전압 곡선은

양호한 특성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Schottky 접합 다이

오드의 I-V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다이오드의 turn-

on 전압은 약 0.3 V이었다. Fig. 5의 커패시턴스-전압

곡선으로부터 산출한 기판의 농도는 7.8 × 1015 cm−3이

었으며, C-V 특성곡선에 있어서 축적영역(플러스 전압

인가) 쪽에서 커패시턴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곡선의 왜곡은 다중 양자우물을 통한 터널링

전송 현상에 의한 전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계측기

의 응답에 따른 것이며 실제적인 커패시턴스의 감소와

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Fig. 6과 Fig. 7에는 다층 양자우물 구조를 삽입한 태

Fig. 3. TEM photograph of an Al2O3/a-Si/Al2O3 quantum

well structure (41 layers).

Fig. 4. Measured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the

Schottky diode structure. The insert is the log

scale.

Fig. 5. Capacitance-voltage characteristics of the pure

Schottky diode.

Fig. 6. Measured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the

Schottky diode inserted the multi quantum well

structures. The transport is dominated by tunneling

processes.

Fig. 7. Capacitance-voltage characteristics of Schottky

diode inserted the multi quantum well structures.

The curve is distorted by tunneling transport in

the accumulati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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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지를 제작할 때 동시에 제작한 n-Si(100) 기판 위

에 형성시킨 커패시터의 I-V 및 C-V 특성을 보인다.

Fig. 6의 전류-전압 곡선은 Schottky 접합 커패시터의

경우보다 상대적인 전류는 적게 흐르는 것으로 측정되

었지만 전형적인 Schottky 접합 다이오드의 I-V 특성

으로 확인되었다. 1 V의 순방향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의 전류는 1.74 × 10-4 A로측정되었고 이때의 다층 우

물구조를 포함하는 다이오드의 저항률은 2.4 × 105 Ω-

cm로 산출되었으며 다이오드를 흐르는 전류의 메커니

즘은 주로 터널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류의 양이 예상한 것보다 적은 이유는 삽입시킨 다

층의 양자우물 구조의 아몰퍼스 실리콘과 알루미늄 산

화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리콘을 도핑시키면서 양자

우물 구조에 있어서 다층막들의 두께를 얇게 함으로

써 터널링 전류를 증가시키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Fig. 7에 보인 커패시턴스-전압 특성은 다층의 양자우

물 구조 삽입에 따른 상대적 전류감소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되는 커패시턴스의 플러스 전압쪽으로 이동

되는 것이 관측되고 있다.

Fig. 8과 Fig. 9에 각각 Schottky 접합 구조의 태양전

지와 다층 양자우물 구조를 삽입한 태양전지의 특성을

보인다. 제작한 태양전지의 크기는 2 × 2 cm2의 소형

사이즈로서 핑거의 폭은 100 mm, 핑거와 핑거 사이의

간격은 2 mm인 마스크를 이용하였다. Table 1에 제작

한 각각의 태양전지 측정값을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제

작한 셀들의 효율의 결과는 예상보다 낮았다. 순수한

Schottky 접합 구조의 태양전지의 효율은 0.49 %인 데

반해 41층의 다층 양자우물을 삽입시킴으로써 효율이

약 10배 증가된 4.77 %인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Schottky 접합 구조에 양자우물구조를 삽입시키는 유

용성이 확인되었으며, 현 단계에서는 새롭게 제안한 공

정을 적용하여 태양전지 동작이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시범적 결과이므로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

러한 구조의 태양전지 특성은 공정변수, 양자우물의 도

핑 및 최적화, 셀 설계 등의 최적화를 통해 개선되리라

고 기대하고 있다.

4. 결  론

CVD 및 ALD 겸용 장비를 이용하여 Al2O3/a-Si/

Al2O3 다층으로 적층시킨 양자우물구조를 실리콘

Schottky 접합에 적용시켜 태양전지를 구현하여 그 유용

성을 확인하였다. 1 ~ 1.5 nm 두께의 알루미늄 산화막과

a-Si을 각각 300oC 및 450oC의 의 기판온도에서 형성시

켜 태양전지 동작 시 터널링 전송 현상에 의해 실리콘

표면에서 생성되는 전자들이 양자우물구조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1층의 다층양자우물을 삽입시킨 태양

전지의 효율은 순수 Schottky 접합 구조의 태양전지에

비해 약 10배 증가되었다. 추후 이러한 구조의 태양전지

특성은 공정변수, 양자우물의 도핑 및 최적화, 셀 설계

등의 최적화를 통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Fig. 8. Illuminated AM1.5 J-V characteristics for the

fabricated pure Schottky solar cell.

Fig. 9. Illuminated AM1.5 J-V characteristics for the

fabricated Schottky solar cell inserted with the

multi quantum well structures.

Table 1. Measured output characteristics of fabricated

solar cells with and without multiple quantum

wells.

특성 파라미터 양자우물 무 양자우물 유

Jsc (mA/cm2) 4.76 31.6

Voc (mV) 227 276

Fill factor (%) 46.17 55.26

Efficiency (%) 0.49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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