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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light intensity and wavelength of a solar cell device using photoconductive atomic force

microscopy(PC-AFM). A POCl3 diffusion doping process is used to produce a p-n junction solar cell device based on a poly-

Si wafer, and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prepared solar cells are measured using a solar cell simulator system. The measured

open circuit voltage(Voc) is 0.59 V and the short circuit current(Isc) is 48.5 mA. Moreover, the values of the fill factors and

efficiencies of the devices are 0.7 and approximately 13.6 %, respectively. In addition, PC-AFM, a recent notable method for

nano-scale characterization of photovoltaic elements, is used for direct measurements of photoelectric characteristics in limited

areas instead of large areas.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intensity and wavelength of light shining on the element on the

photoelectric characteristics are observed. Results obtained through PC-AFM are compared with the electric/optical

characteristics data obtained through a solar simulator. The voltage(VPC-AFM) at which the current is 0 A in the I-V characteristic

curves increases sharply up to 18 W/m2, peaking and slowly falling as light intensity increases. Here, VPC-AFM at 18 W/m2 is

0.29 V, which corresponds to 59 % of the average Voc value, as measured with the solar simulator. Furthermore, while the light

wavelength increases from 300 nm to 1,100 nm, the external quantum efficiency(EQE) and results from PC-AFM show similar

trends at the macro scale but reveal different results in several sections, indicating the need for detailed analysis and

improve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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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산업적, 경제적 관심과 투

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표적인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소

자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좀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태양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도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게 진행중이다. 그 중에서도

나노스케일에서 광전효과의 거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

춤형 광전 재료를 개발하고 태양전지 제조공정의 최적

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태양전지 동작의 기본원리인 광전효과와 그 메커니즘

을 분석하는 방법은 태양광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활발

히 개발 및 개선되어왔다.1-4) 그 중에서도 photocon-

ductive-atomic force microscopy(PC-AFM)는 최근에 태

양광 소자의 특성 분석을 위해 개발된 scanning probe

microscopy(SPM)분석 기법의 한 종류이다. Conductive

AFM의 원리와 장치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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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 소자에 빛을 조사할 수 있는 광원(light source)이

부착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광원이 시료 아래쪽에 위

치하여 투명전도막을 통해 빛이 시료에 조사되는 구조

이다. 이 장치를 통해 나노 스케일에서 태양전지의 광

변환 효율을 분석할 수 있으며, phase separation, charge

generation, charge transport 및 charge collection에 대한

가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파장을 조절할 수 있

는 monochrometer를 채용하면, 시료의 photocurrent 생

성에 영향을 미치는 morphology 및 물질 구성과 빛의

파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분

석기법이다.5-7)

본 연구에서는 최근 태양광 소자의 나노 특성 분석법

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PC-AFM을 이용하여 대면

적이 아닌 미세영역에서 직접 광전 특성을 측정하고, 소

자에 조사되는 빛의 세기와 파장의 변화가 태양광 소자

의 광전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였다. 이

렇게 PC-AFM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solar simulator

를 이용해 얻은 전기적/광학적 특성과 비교하고, 이를 통

해 EQE 특성과 PC-AFM을 이용해 측정한 파장별 photo-

current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PC-AFM을 이용하여 빛의 강도와 파장이 태양광 소자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p-n 접합 구조의 poly-

Si 웨이퍼 기반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200 nm 두께의

poly-Si 웨이퍼를 diffusion furnace에서 POCl3와 함께

850 oC의 온도까지 가열하여 확산 공정에 의해 웨이퍼의

표면에 p-n 접합을 형성시켰다. 확산된 n-type 영역의 두

께는 약 300 nm이고 sheet resistance는 약 60 Ω/□이다.

제작된 태양전지의 크기는 2 cm × 2 cm이며, PECVD 공

정으로 증착된 반사 방지막(SiNx)의 두께는 76 nm이고

굴절률은 1.97이었다. SiNx 층을 증착한 후, 하부 전극

과 상부 전극은 스크린 프린팅 방식으로 실버 페이스트

를 사용하여 형성하였으며, 하부 전극과 상부 전극의 두

께는 각각 60 μm와 20 μm였다. 

제작된 전극의 ohmic contact 형성을 위해 소자는 RTP

(rapid thermal processing)를 사용하여 680 oC에서 열처

리하였다.9) 제작된 태양전지의 전기적 특성을 K201 solar

simulator 시스템(McScience Inc., 한국)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평균 개방전압 Voc는

0.59 V이고 평균 단락전류 Isc는 48.5 mA이다. 또한, 제

작된 6개 소자의 fill factor 및 효율의 평균값은 각각

0.7과 약 13.6 %였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태양전지에 주

입된 에너지의 광자 수에 대한 태양전지에 의해 수집된

전하 캐리어 수의 비율인 외부양자효율(EQE)을 분석하

였고, 그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E-sweep SPM

모델(Seiko Instrument, 일본)의 원자현미경에 외부 광원

및 solar simulator를 결합한 PC-AFM 시스템을 구성하

였으며(Fig. 1), 이를 이용하여 빛의 강도 및 파장의 변

화가 광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우선 solar

simulator를 이용하여 태양전지에 조사되는 빛의 세기를

0 W/m2에서 1300 W/m2까지 100 W/m2 간격으로 변화시

키며, I-V 특성 곡선을 측정한 후, 이 결과로부터 빛의

세기에 따른 Voc 값을 추출하였다. 또한 PC-AFM 분석

을 위해 0 W/m2에서 160 W/m2까지 빛의 세기를 증가시

키며 AFM 시스템을 이용하여 I-V 특성 곡선을 측정하

였다. 이때 전극으로 사용된 cantilever tip은 Boron이 도

핑된 다이아몬드 tip을 사용하였다. PC-AFM으로 측정된

I-V 측정결과에서 전류가 0 A가 되는 전압값(VPC-AFM)을

추출하여 빛의 세기에 따른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이

결과와 solar simulator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태양전지에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른 광전 특

성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이 이루

어졌다. PC-AFM에 장착된 monochrometer를 이용하여

300 nm에서 1100 nm까지 20 nm 간격으로 빛의 파장을

변화시키며 I-V 특성 곡선을 측정하였다. 앞서 수행한 실

험과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tip이 사용되었으며, I-V측

정결과로부터 각 파장에서 생성된 VPC-AFM 값을 추출하

여 그래프로 나타내고(Fig. 5), 이 측정 결과를 EQE 측

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n 접합 구조의 poly-Si 웨이퍼 기반 태양전지는 POCl3

확산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제조된 태양광 소자

Fig. 1. Schematic of the photoconductive-AFM system. A diamond

coated tip was used as an electrode, and the intensity and

wavelength of light could be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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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으

며, 개방 전압 Voc는 0.59 V이고 단락전류 Isc는 48.5 mA

이다. 또한, 소자의 fill factor 및 효율 값은 각각 0.7과

약 13.6 %이다. 그리고 540 nm의 파장을 가지는 빛을 광

전 소자에 조사한 경우, EQE의 최대 값(95 %)을 얻었

으며, 우리는 제작된 모든 디바이스가 유사한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을 가짐을 확인했다.8)

Fig. 2는 조사되는 빛의 세기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

서 측정한 poly-Si 태양전지의 I-V 특성 곡선이다. 인가

된 전압이 0 V인 경우, Isc 값은 빛의 세기에 따라 선형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광전류가 0 A일때의 개방전압 Voc

의 값은 0.5 V와 0.6 V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Fig.

2(b)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ly-Si 기반 태양전지의 표

면 형상은 PC-AFM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Topography

와 current mapping image는 Fig. 3과 같이 빛을 조사

한 상태에서 DC전압을 시료와 도핑된 다이아몬드 tip 사

이에 인가하면서 동시에 측정하였다. Current mapping

image에서 보이는 밝은 영역은 어두운 영역 또는 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직 전류가 소자의 표면

Table 1. Electrical properties of poly-Si solar cell devices.

Vm(V) Im(mA) Voc(V) Isc(mA) Pmax(mW) FF Jsc(mA/cm
2
) Efficiency(%)

0.49 41.3 0.59 48.5 20.0 0.7 32.9 13.6

Fig. 2. (a) I-V characteristics of poly-Si solar cell devices, (b) open circuit voltage (Voc) with various light intensities.

Fig. 3. (a) Topographic and (b) current mapping images of surface

of solar cell devices which were attained by conductive- AFM.

Inset in (a) shows a 150 µm × 150 µm scanned topography image.

Fig. 4. (a) I-V characteristics and (b) VPC-AFM result from PC-AFM

measurement with various light int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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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과함을 나타낸다.

빛의 세기에 따른 광전효과를 PC-AFM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태양전지에 2, 5, 10, 18, 30, 40, 55, 73, 100,

130, 160 W/m2 세기의 빛을 조사한 상태에서 다이아몬

드 tip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I-V 특성을 측정하였다. 이

결과에서 VPC-AFM을 추출하여 빛의 세기에 따른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Fig. 4). Solar simulator로 분석한 결과와

PC-AFM 분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solar simulator 측정결과는 빛

의 세기가 0 W/m2에서 300 W/m2까지 증가할 때 Voc 값

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후 빛의 세기가 증가하더라도

완만한 기울기로 상승하며 거의 포화되는 경향을 보였

다. 또한 300 W/m2에서 Voc 값은 0.47 V 이고 최대 Voc

값은 0.58 V였다. 반면 PC-AFM 측정결과에서는 VPC-AFM

이 18 W/m2까지 증가하여 최대값을 보인 이후, 빛의 세

기가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경

우 18 W/m2에서 VPC-AFM의 값은 0.29 V 였으며, 이는

동일한 빛의 세기에서 solar simulator로 측정한 평균 Voc

값의 59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PC-AFM으로

측정한 VPC-AFM 값이 낮은 원인은 cantilever tip과 시료

표면 사이의 접촉 영역에 생성된 접촉 저항이 solar simu-

lator 측정을 위한 전극의 ohmic contact 저항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PC-AFM에서 추출된 VPC-

AFM 값이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은, 태양

전지 표면을 통해 다이아몬드 tip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Si 표면에 SiO2 산화막이 형성되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9-12) Cantilever tip이 시료 표면의 동일한 위치

에 contact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I-V 특성 곡선을 측

정할 때, 산화막 생성이 누적되면서 contact resistance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 강하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VPC-AFM

이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EQE 측정 결과와 PC-AFM으로 측정한 빛

의 파장에 따른 광전 특성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측정을 수행하였다. 태양전지에 조사되는 빛의

파장을 300 nm에서 1100 nm까지 20 nm 간격으로 변화

시키며 I-V 특성 곡선을 측정한 후, 앞선 분석과 마찬

가지로 VPC-AFM을 추출하였다. Fig. 5는 EQE 측정 결과

와 PC-AFM 분석결과를 동일한 파장 영역에 대하여 함

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측정 모두 300 nm에서 1100 nm

범위의 파장에서 측정되었으며, 300 nm에서 700 nm 사

이에서는 EQE값과 VPC-AFM 값이 거의 동일한 변화 경

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VPC-AFM의 경우

700 nm 이상의 영역에서 EQE 결과보다 감소하는 비율이

크고, 특히 800 nm에서 950 nm 사이에서는 VPC-AFM 값

이 진동하는 거동을 보여 EQE 결과와는 다소 차이 나

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두 측정결과의 거동 차이에 대한 원인은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 그 원인이 tip이 contact되는 국

소 영역(local area)에 따른 전기, 광학적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계적 진동 또는 광학적 불안정

한 요인이 반복적인 I-V 특성 곡선 측정 과정에 영향

을 미친 것인지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료에 조사되는 빛의 파

장을 일정범위 sweep하면서 직접적으로 VPC-AFM 값을 추

출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실험결과를 통해 PC-AFM 측정결과가

거시적으로 EQE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나노스케일에서 일어나는 빛의

파장 변화에 따른 광전 특성 측정 및 분석에 매우 유

용한 분석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OCl3 확산 도핑 공정을 이용하여

poly-Si 웨이퍼를 기반으로 p-n 접합 구조의 태양광소자

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태양광소자의 전기적 특성 중 Voc

는 0.59 V이고 Isc는 48.5 mA였으며, fill factor와 변환

효율은 각각 0.7과 13.6 % 였다. 우리는 이 소자의 광

전 특성을 solar simulator와 PC-AFM 측정법으로 분석

하였다. 조사되는 빛의 세가가 증가할 때 Voc 값과 PC-

AFM 결과인 VPC-AFM 값의 변화 거동을 비교하여 PC-

AFM 측정 시 tip과 시료 표면의 contact resistance와 전

류에 의한 산화막 생성이 특성 분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빛의 파장이 300 nm에서 1100 nm

까지 변할 때 두 측정결과가 거시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일부 구간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며, 향후 좀

더 구체적인 분석과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Fig. 5. 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 curves and VPC-AFM

value with light wavelength of poly-Si solar cel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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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구를 통해 PC-AFM 분석법이 기존의 solar simu-

lator 분석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나노스케일의 특정 국소영역에서 일어나는 광전효과를 직

접 관찰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장

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태양광 소

자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새로운 광전 재료의 개

발과 공정최적화를 위한 광전 메커니즘 분석에 PC-AFM

이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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