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4 한국진공학회

EW-P012

Effect of surface damage remove etching of 
Reactive Ion Etching for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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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 제작 시 표면에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면 입사되는 광의 흡수를 높여 광 생성 전류의 향상

에 기여한다. 일반적인 KOH를 이용한 습식 표면조직화 공정은 평균 10%의 반사율을 보였으며, 유도 결

합 플라즈마를 이용한 RIE 공정은 평균 5.4%의 더 낮은 반사율을 보였다. 그러나 RIE 공정을 이용한 표

면조직화는 낮은 반사율과 서브 마이크론 크기의 표면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플라즈마 조사에 의한 표

면 손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표면 손상은 태양전지 제작 시 표면에서 높은 재결합 영역으로 

작용하게 되어 포화 전류(saturation currents, J0)를 증가시키고 캐리어 수명(carrier lifetime, τ)을 낮추는 결

함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 손상을 제거하기 위해 HF, HNO3, DI-water를 이용하

여 DRE(Damage Remove Etching) 공정을 진행하였다. DRE 공정은 HF : DI-water 솔루션과 HNO3 : HF 
: DI-water 솔루션의 두 가지 공정을 이용하여 공정 시간을 가변하며 진행하였다. 포화전류(J0), 캐리어 수

명(τ), 벌크 캐리어 수명(Bulk τ)을 비교를 하기위해 KOH, RIE, RIE + DRE 공정을 진행한 세 가지 샘플

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DRE 공정을 적용할 경우 공정 시간이 지날수록 반사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지만, 두 번째의 최적화된 솔루션 공정에서 2.36E-13A/㎠, 42㎲의 J0, Bulk τ값과 가장 높은 26.4㎲의 τ
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제 재결합(auger recombination)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표면과 

불균일한 도핑 영역에서 DRE 공정을 통해 나아진 표면 특성과 균일한 도핑 프로파일을 형성하게 되어 

재결합 영역과 J0가 감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높아진 반사도의 경우 SiNx를 이용한 반사방지막을 통해 

표면 반사율을 1% 이내로 내릴 수 있어 보완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IE 공정 중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하는 표면 손상 제거를 통하여 캐리어 라이프 타임의 

향상된 조건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존 RIE 공정에 비해 반사도의 상승은 있지만 플라즈마

로 인한 표면 손상을 제거하여 오제 재결합에 의한 발생하는 J0를 낮출 수 있었고 높은 τ값인 26.4㎲의 

결과를 얻어 추후 태양전지 제작에 향상된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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