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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ar cells have been more intensely studied as part of the effort to find alternatives to fossil fuels as power sources.

The progression of the first two generations of solar cells has seen a sacrifice of higher efficiency for more economic use of

materials. The use of a single junction makes both these types of cells lose power in two major ways: by the non-absorption

of incident light of energy below the band gap; and by the dissipation by heat loss of light energy in excess of the band gap.

Therefore, multi junction solar cells have been proposed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However, the 1st and 2nd generation solar

cells have efficiency limits because a photon makes just one electron-hole pair. Fabrication of all-silicon tandem cells using an

Si quantum dot superlattice structure (QD SLS) is one possible suggestion. In this study, an SiOx matrix system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potential use as an all-silicon multi-junction solar cell. Si quantum dots with a super lattice structure (Si QD

SLS) were prepared by alternating deposition of Si rich oxide (SRO; SiOx (x = 0.8, 1.12)) and SiO2 layers using RF magnetron

co-sputtering and subsequent annealing at temperatures between 800 and 1,100oC under nitrogen ambient. Annealing temperatures

and times affected the formation of Si QDs in the SRO film.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spectra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revealed that nanocrystalline Si QDs started to precipitate after annealing at 1,100oC for one

hour.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images clearly showed SRO/SiO2 SLS and Si QDs formation in each 4, 6, and

8 nm SRO layer after annealing at 1,100oC for two hours. The systematic investigation of precipitation behavior of Si QDs

in SiO2 matrices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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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70년대 이후 태양전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관심을 받으며 연구되어왔다. 1세대 결정질 태

양전지는 높은 효율을 가지지만 원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그리드 패리티 (grid parity) 의 도

달이 어렵고,1)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 된 2세대 박막

태양전지는 비교적 낮은 가격을 가졌지만 결정질 실리콘

에 비해 낮은 효율과 열화 현상에 의한 안정성 문제를 가

지고 있다.2) 이에 보다 높은 효율과 낮은 가격을 갖는 태

양전지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세대의 태양전지 개발로 이

어 졌으며, 그 중 단일 접합전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 실리콘 양자점 초격자 구조 (Si QD SLS) 를 이용

한 다중접합 전지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3) 단일 접합 전지의 경우, 밴드갭 보다 낮

은 에너지 파장의 빛은 흡수하지 못하고, 높은 에너지 파

장의 경우는 들뜬 전자가 각각의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낮

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며 그 에너지를 열로 방출하여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4) 이 두 가지 주요 에너지손실

기구로 인하여 태양전지 효율 손실은 56%에 이른다.5) 이

러한 효율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실리콘 양자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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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구조를 이용한 다중 접합 전지는 실리콘 양자점을 광

흡수 물질로 사용하며, 크기 조절을 통해 양자 구속 효과

에 의한 광흡수 층의 밴드갭을 조절이 가능하게 한다. 이

러한 조절된 여러 밴드갭의 광흡수 층의 다중 접합을 통

해 다양한 파장의 빛을 효율적으로 빛을 흡수 함으로써 에

너지 손실 기구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태양전지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실리콘 양자점의 형성은 이

온 주입,6) 분자-빔 에피텍시법 (Molecular-beam epitaxy :

MBE),7)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법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ur deposition : PECVD)8) 그리고 마그네트

론 코스퍼터링법9)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지는

데 주로 마그네트론 코스퍼터링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실

리콘 양자점 초격자 구조는 실리콘이 과포화 된 SiO2,

Si3N4, SiC 기지 물질을 고온에서 열처리하여 수 나노로

제어된 실리콘 양자점을 기지 물질 내부에 석출시켜 제조

하며,10) 실리콘 양자점의 크기는 스퍼터링에 의한 실리콘

과포화 SiO2 (SRO) 층 두께 및 조성과 열처리 온도와 시

간에 의존하여 조절된다.11,12) 본 연구에서는 SiOx (x =

0.8, 1.12) 의 조성에서 열처리에 따른 Si 양자점의 형성 및

초격자 구조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Si QD SLS 시편의 기판으로는 quartz와 p타입의 실리

콘 웨이퍼가 사용되었으며, 기판은 Piranha 세척 용액 (5:1

H2SO4:H2O2) 으로 표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탈이온수를 이

용하여 세정한 후, 고순도 질소 (99.999%) 를 불어 건조

시켜 사용하였다. 이때 Si 웨이퍼의 경우는 세정 후, 30

초간 10% HF 용액으로 자연 산화막을 제거하였다. Si

QD SLS 형성을 위한 초격자 박막의 증착은 RF 마그네

트론 코스퍼터링을 이용하여 ~3.6 × 10−7 Torr 의 초기 압

력에서 30 sccm의 Ar 유량과 1.5 mTorr의 공정 압력 조

건으로 제어되어 진행되었고, SiOx (x = 0.8, 1.12) 조성의

SRO층과 SiO2층을 교차로 10~40 싸이클에 걸쳐 증착하

였다. 각각의 층은 스퍼터링 파워와 시간을 50~250 W,

30~300 s 범위에서 조절하여 1~10 nm 두께로 제어되었으

며, 이때 SRO 층의 조성은 Si과 SiO2 타겟의 RF 파워를

변화하여 조절하였다. 증착한 초격자 박막은 질소 분위기

에서 800~1,100oC 온도 조건과 1~2시간의 조건에서 열처

리 하여 최종적으로 Si QD SLS Film을 제조하였다. 

증착 두께는 엘립소메트리와 광간섭 두께 측정기에 의

해 측정되었고, SRO 층의 농도는 러더퍼드 후방산란 분

광분석법 (RBS) 을 통해 확인하여 “x = 0.8, 1.12” 조건

으로 제어하였다. SRO층 내 Si-O 결합의 변화를 푸리에

적외선 분광분석 (FTIR) 과 엑스레이 광전자 분광분석법

(XPS) 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Si QD 나노 결정의 석출

과 그에 따른 구조 변화를 투과전자현미경 (TEM)을 통

해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SiO2 타겟의 동일한 RF파워 조건에 대해 Si

타겟의 RF파워를 다르게 하여 코스퍼터링 법으로 증착한

SRO 단일 층의 RBS 결과이다. SRO 층의 조성은 Si/

SiO2 타겟의 RF파워에 의존하며, 코스퍼터링에서 증착률

은 각 타겟의 스퍼터링 증착률에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

제조 된 샘플은 RBS결과를 토대로 SiO0.8 과 SiO1.12 조

성의 범위에서 제어가 되었다.

SiOx 구조는 주로 Si-Oy-Si4-y (0 ≤ y ≤ 4) 의 혼합으로

이루어 지는데, 각각의 Si-O-Si 결합은 결합각과 산소 결

합의 진동 주파수 범위 특성이 다르다.13,14) 대표적인 Si-

O-Si 결합의 진동특성은 Table 1과 같다.15,16) Fig. 2는 Si-

O-Si 결합의 진동 모델로 결합각은 각 원자의 데카르트

축 위치에 의해 변화한다.17) 이때 Si-O 결합면의 x, y, υ,

Fig. 1. RBS spectrum of SRO layer fabricated by co-sputtered Si

and SiO2 by using different RF power of (a) 120/100 and (b) 60/

100 W,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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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ν 의 변화는 SiO2, SiO4의 사면각에 존재하는 산

소와의 결합에 의존한다.18) 이러한 Si-O-Si 결합 모드는

FTIR의 흡수 스팩트럼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중 스트

레칭 모드의 흡수 증가와 다운 시프트는 비정질 SiOx (2 ≤

X ≤ 4) 의 x값의 감소를 의미하며, 따라서 비정질 SiOx

는 SiO4 에서 SiO2로 변화 한다.19) Fig. 3의 (a)와 (b) 는

SiOx (x = 0.8, 1.12) 조성의 SRO 층을 갖는 Si QD SLS

의 열처리 온도 증가에 따른 FTIR 스팩트럼의 변화로, Si-

O 스트레칭 모드의 흡수는 열처리 전 보다 800~1,000oC

열처리에서 강해지고 1,100oC 이후에 대폭 증가하며 다

운-시프트 경향을 보였다.20) 즉, 1,000oC 와 1,100oC 사

이의 온도에서 SRO 층 내 matrix의 비정질 SiOx (2 ≤ X ≤

4) 의 x값이 감소하여 SiO4 에서 SiO2로 변화 한다. 그러

므로 Si-Si 결합 역시 증가하여 Si 양자점의 석출이 급

격히 진행된다. 또한 SiO1.12의 조성에 비해 SiO0.8 조성

에서 1,000~1,100oC 간 피트 강도 및 시프트 변화가 큰

것으로 보아 Si의 과포화 정도가 큰 (a) 조성에서 양자

점의 석출 반응이 확연히 일어 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XPS를 이용한 Si QD SLS의 화학결합

분석으로도 확인되었다. SRO 층의 결합 유형은 Si-Oy-

Si4-y (0 ≤ y ≤ 4)의 혼합으로 Si4, Si-Si3O, Si-Si2O2, Si-SiO3

그리고 Si-O4 결합 등이 속하고,18) SRO 층의 화학 결합

은 열처리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화학식 기구로 변화한다.21)

(1)

Fig. 4는 각각 열처리 하지 않은 시편과 각각 800, 900,

1,000, 그리고 1,100oC에서 1시간 열처리한 시편, 그리고

1,100oC 에서 2시간 열처리한 시편의 Si2p의 XPS 스팩

트럼이다. 98~105 eV에 이르는 넓은 분포를 보이는 Si2p

스팩트럼은 Si0, Si1+, Si2+, Si3+ 그리고Si4+의 다양한 결합

피크 집합체이며, 특히 Si1+ (100 eV) 와 Si2+ (100.4 eV)

피크의 강도가 강한 것으로 보아 SiOx 결합이 주를 이

룬다. SiO0.8과 SiO1.12 의 두 가지 조성에서 열처리 전에

비해 1,000oC 이하 온도에서 열처리한 경우 Si0 (99.3 eV)

와 Si1+, 그리고 Si2+의 피크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Si4+

(103.3 eV) 피크의 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스팩

트럼 내 Si1+ 와 Si2+ 의 강도가 가장 강하며, 800, 900,

1,000oC 열처리 간의 결합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SiOx 결합이 주를 이루며 안정화 되어있다. 그러나 1,100oC

SiO
x

x

2
---SiO

2
1

x

2
---–

⎝ ⎠
⎛ ⎞Si+→

Fig. 3. FTIR spectra of (a) SiO0.8 and (b) SiO1.12 of as-deposited

and annealed SRO/SiO2 superlattice films at 800, 900, 1,000 and

1,100oC for 1 hour.

Table 1. Vibrational properties of silicon oxide.15,16)

Wave-number 

(cm−1)
Vibrational assignment

460~465 Si-O Rocking mode

800~805 Si-O Bending mode

1045~1090 

(TO mode)

Asymmetric Si-O-Si stretching mode

With O atom adjacent in phase

1150~1200

(LO mode)

Asymmetric Si-O-Si stretching mode

With O atom adjacent out phase

Fig. 2. Schematic of Si-O-Si bonding unit with the bond angle θ

and atomic displacement forming for each atom a set of Cartesian

axe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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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시간 열처리한 시편에서 Si4+ 피크의 증가가 다시

시작되었고, 같은 온도에서 2시간 열처리한 시편의 경우

Si1+ 와 Si2+의 피크가 감소하면서 Si4+ 피크의 명확한 증

가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SiO2 결합의 안정화 반응은

Si4+ 피크의 증가가 발생하는 1,000~1,100oC 에서 발생하

며, 2시간의 열처리 이후에 보다 안정화된다. 즉 위 식으

로부터 SRO층 내 실리콘의 석출 반응도 1,000~1,100oC,

2시간 이상의 열처리에서 확연히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

다.22,23) 그러나 (a)와 (b)의 SiO0.8과 SiO1.12 조성에 대한

XPS 분석을 비교해 보면 Si의 과포화 정도가 적은 SiO1.12

조성이 SiO0.8 에 비해 Si4+ 피크의 강도 변화가 작은 것

으로 보아, FTIR의 결과와 같이 Si의 조성에 따라 SRO

내의 Si QD 석출 정도가 달라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5는 이러한 FTIR과 XPS의 결과를 TEM으로 확인

한 것으로, Si QD SLS의 1,100oC, 2시간 열처리에 대한

TEM 명시야상의 모습이다. Fig. 5의 (a), (c), (e)는 SiO2

층이 약 2 nm이고, SRO층은 각각 4, 6, 그리고 8 nm로

증착한 시편의 저배율 영상으로, SiO2와 Si타겟의 증착률

제어를 통해 SiO2층과 SRO층의 두께가 제어 되었으며,

1,100oC, 2시간의 열처리에서 각 층간의 파괴 또한 발생

Fig. 5.  TEM images of SRO/SiO2 superlattice films on silicon wafer

substrates with (a), (c), (d) low magnification and (b), (d), (e) high

resolution lattice images for samples annealed at 1,100oC  for 2 hours.

Fig. 4. Si2p XPS spectra of (a) SiO0.8 and (b) SiO1.12 of as-

deposited and annealed SRO/SiO2 superlattice films of vario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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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Fig. 5의 (b), (d), (f)는 (a), (c), (e)의 고배

율 영상으로, 각 구조의 원자 배열을 통해 확연한 비정

질의 SiO2 층, 그리고 SRO층 내의 존재하는 SiO2 화가

진행중인 비정질 SiOx 의 기지와 결정성을 가진 석출된 Si

QD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4, 6, 그리고 8 nm

SRO 층 내에서 Si QD는 3.5~4, 4~5, 그리고 5~7 nm 정

도의 크기 분포를 보였다. 즉, SRO층의 두께가 6 nm이상

인 경우 Si QD는 SRO 층 내에서 석출되고 성장하였지

만, SRO층의 두께만큼 완전히 성장하지 못하였고, 크기

분포 역시 규칙적이지 못하였다. 

Si QD SLS 제조에 있어서 다층 구조 및 SRO 층의

조성 제어는 각 타겟의 증착 조건에 의존하여 제어되므

로, 여러 두께 조건의 다층 구조와 다양한 조성 제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TIR 스팩트럼과 XPS 분

석으로부터 SRO층의 Si 농도가 높을수록 기지의 SiO2

화와 Si 석출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

른 농도 조건에서 Si 석출이 발생하는 열처리 온도는

1,000~1,100oC 로 동일하고, 안정적인 Si QD의 석출을 위

해서는 2시간 이상의 열처리 시간이 요구된다. 하지만,

SRO 층의 두께를 달리하여 1,100oC, 2시간 열처리한 결

과 Si QD의 석출은 SRO층 내에서만 형성되었으나, 6 nm

이상의 SRO층을 가진 구조에서는 Si QD의 크기가 SRO

층 두께보다 작은 범위에서 불규칙 하였고 SRO층의 두께

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불규칙 해졌다. 즉 6 nm 이상의

SRO 층 내의 Si QD 석출 반응은 1,000~1,100oC 에서 2

시간 보다 더 긴 시간이 요구 될 것이다. 그러나 4 nm 이

하의 Si QD 석출은 1,100oC, 2시간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나므로, 다중 접합 셀에 요구되는 1.5 eV ~ 2 eV 의 밴

드갭에 해당하는 4~1.7 nm 크기의 Si QD 석출 반응의 경

우 1,100oC 에서 2시간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실리콘만을 이용한 다중 접합 셀의 제조를 위

해 SiO2 기지 내 Si QD가 존재하는 Si QD SLS를 RF

마그네트론 코스퍼터링을 사용하여 Si 과포화의 SiOx (x =

0.8) 층과 SiO2 층을 교차 증착 한 후 열처리 함으로써 실

리콘 과포화 층 (SRO) 내에서 Si QD를 석출 시켜 제조

하였다. 시편의 조성은 RBS를 이용하여 제어하였고, FTIR

스팩트럼과 XPS 분석 결과, 1,000~1,100oC 온도에서 Si

QD의 석출이 시작되며, 2시간 이상 열처리에서 QD 석

출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또한 SRO층의 두께가 다른 시

편을 1,100℃에서 2시간 열처리하여 TEM 분석한 결과,

2 nm의 SiO2 층과 각각 4, 6, 8 nm의 SRO층의 다층 구

조가 관찰 되었다. Si QD의 석출은 SiO2 층을 침범 하지

않고 SRO층 내에서만 석출 되었지만, SRO층의 두께가 4,

6 그리고 8 nm로 두꺼워 짐에 따라 Si QD의 크기가 각

각 3.5~4, 4~5, 그리고 5~7 nm 정도로 점점 불규칙한 분

포를 보였다. 즉, 6 nm이상의 Si QD 석출은 1,100oC, 2hr

조건에서 보다 오랜 시간의 열처리가 요구 될 것으로 보

이며, 4 nm 이하 의 Si QD 석출은 1,100oC, 2hr 조건에

서 완전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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