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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double texturization of multi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was studied with laser and reactive ion etching

(RIE). In the case of multi crystalline silicon wafers, chemical etching has problems in producing a uniform surface texture. Thus

various etching methods such as laser and dry texturization have been studied for multi crystalline silicon wafers. In this study,

laser texturization with an Nd:YVO4 green laser was performed first to get the proper hole spacing and 300 µm was found to

be the most proper value. Laser texturization on crystalline silicon wafers was followed by damage removal in acid solution and

RIE to achieve double texturization. This study showed that double texturization on multi crystalline silicon wafers with laser

firing and RIE resulted in lower reflectance, higher quantum yield and better efficiency than that process without RIE. However,

RIE formed sharp structures on the silicon wafer surfaces, which resulted in 0.8% decrease of fill factor at solar cell

characterization. While chemical etching makes it difficult to obtain a uniform surface texture for multi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the process of double texturization with laser and RIE yields a uniform surface structure, diminished reflectance, and

improved efficiency. This finding lays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low-cost, high efficiency multi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Key words double texturing, crystalline solar cell, reactive ion etching (RIE), reflectance.

1. 서  론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관련 산업 생산량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 개

발의 세계적 화두는 대면적·저가·고효율화, 얇은 웨이

퍼 사용 및 양산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1,12)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을 감소시

키는 요인에는 태양전지 표면에서의 광학적 손실과 캐리

어를 수집하는 전극에서의 저항과 캐리어 재결합에 따른

전기적 손실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태양전지 표면반사

에 의한 광학적 손실은 태양전지의 효율 감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러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실리

콘 웨이퍼의 표면 조직화와 반사방지막 형성 등이 있다.2,3)

다결정 실리콘 기판의 경우 표면에 있는 결정립계의 존

재가 태양광에 의해 발생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

할을 하기 때문에 단결정 실리콘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

어지며, 효율극대화를 위한 표면조직화 공정이 필수적이

다. 따라서 현재까지 최적화된 다결정 실리콘의 표면 조

직형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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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염기성이나 산성 용액을 이용한 화학적 습식식

각과 기계적 grooving 및 레이저를 이용한 물리적 건식

식각 방법이 있다.4-7)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화학

적 방법으로 균일한 표면조직화를 이루기가 어려워 레

이저를 이용하여 홈을 형성하거나, 다수의 다이아몬드 날

을 이용하여 표면조직을 형성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반사도 저감

을 위해 레이저와 반응성 이온 에칭(reactive ion etching,

RIE)을 사용하여 이중 표면 조직을 형성하였다. 레이저 표

면 조직화 공정은 펄스형 DPSS 레이저를 이용하였으며,

매질은 Nd:YVO4 를 사용하였다. 이 후 RIE를 사용한 건

식 표면조직화를 통해 광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를 만

들어 반사율을 줄였다.9)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쵸크랄스키 방법으로 제조된 비저항

0.5~2 Ωcm, 156 × 156 mm2 크기의 붕소(boron)가 도핑된

p-type 다결정 웨이퍼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표면조직화를

위해서 532 nm의 단파장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파

워는 100%, 주파수는 60 kHz, 전류는 32 A로 고정하였다.

레이저 표면 조직화 이후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생성된 부

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웨이퍼를 HF : HNO3 : CH3COOH

: H2O = 8:21:10:8 혼합용액에 5분간 담근 후 건식 표면조

직화를 수행하였다. 건식 표면 조직화는10) RIE 를 사용

하여 출력을 150 W로 고정하고 가스비율 SF6 : O2 = 32 :

9, 온도 20oC, 공정 압력 180 - 320 mTorr, 공정 시간 15

분으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챔버 퍼지용

으로 N2 가스가 주입되었다. POCl3 용액 소스를 이용한

인 확산 공정은 선증착(pre-deposition)과 주입(drive-in) 공

정으로 구성된다. 선증착과정은 790oC 온도에서 수행되며

저항은 90~100 Ω/□이다. 주입과정에서 온도는 865oC이고

면저항은 40~45 Ω/□이다.

반사방지막은 수소화된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하기 위해

SiH4 : NH3 : Ar = 40 : 80 : 1000의 가스 분압비와 증착 온

도 450oC, 플라즈마 전력 300 W를 이용하여 두께 700~

Fig. 1. SEM image of crystalline silicon wafer surface with 100 µm hole spacing: (a) laser texturization, (b) laser texturization + laser

damage removal and (c) laser texturization + damage removal + RIE textu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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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Å, 굴절률 2.01의 막을 형성하였다. 금속전극은 후면

에는 알루미늄 페이스트, 전면에는 은 페이스트를 사용하

여 스크린 프린팅 방법으로 형성하였다. 휘발성 물질을 제

거하기 위해 전면, 후면 스크린 프린팅 후 150~200oC에

서 건조하였다. 건조 후 급속열처리 공정을 통해 동시 소

결시켰다. 태양전지 제작 후 표면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하였고 반사도와 표면 저항은 4분 탐침법으로 측정하였

으며 전기적 특성은 전류-전압(illuminated current-voltage,

LIV)과 양자효율(quantum yield, QE)을 측정하여 알아보

았다.

3. 결과 및 고찰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는 (111) 결정면이 60% 이상이고

나머지는 (110)과 (100) 면으로 결정 성장법에 따라 다

른 분포를 가진다.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기존의 산

(acid)용액을 사용하여 식각하면 무작위로 혼합 배열된 상

태가 되어 효율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의 효과적인 식각을 위해서 레이저를 이용

하였다. 이중 표면조직화 공정 전에 선행연구를 통해 레

이저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파워(100%)와 주파수

(60 kHz), 전류값(32 A)을 고정 시킨 뒤 홀 간격에 변화

를 주었다. 

Fig. 1는 레이저 표면조직화 후 얻은 실리콘 웨이퍼 표

면의 SEM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Fig. 1(a)는 홀 간격을

100 µm로 레이저를 조사하였을 때 얻은 시료의 표면을 보

여준다. 레이저 조사 결과로 얻은 홀의 지름은 약 23 µm

이며, 깊이는 약 7 µm로 태양전지 내에서 빛의 통과 길

이를 길게 하여 빛 흡수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Fig. 1(b)

는 레이저에 의해 발생된 웨이퍼의 표면 손상을 제거하

기 위해 산(acid)을 이용하여 제거한 모습이다. Fig. 1(c)

는 Fig. 1(a), (b)이 후 RIE에 의해 제작된 기판의 표면

을 보여주며, 표면조직화 모양은 가시처럼 생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2(a)는 웨이퍼 표면의 레이저 표면조직화 공정에서

홀 간격 변화에 따른 반사율을 보여주고 있다. Fig. 2(a)

에서 볼 수 있듯이 레이저 표면조직화 공정을 거친 웨이

퍼는 그렇지 않은 웨이퍼보다 350 nm - 1200 nm에서의 평

균 반사도는 낮지만, 400 nm 근처 단파장 영역에서의 반

사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홀 간격에 따른 반

사도 측정 결과 홀 간격이 100 µm인 시료에서 단파장과

장파장 영역의 반사율이 고르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홀 간

격이 50 µm인 시료에서는 단파장과 장파장 영역에서 반

사도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광학현미경으로 표면을 관

찰한 결과 홀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레이저 열 현상때문

에 실리콘이 녹아 홀과 홀이 서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Fig. 2(b)는 레이저 표면조직화와 이로 인한 표

면 손상을 제거 후 RIE 공정까지 마친 웨이퍼의 홀 간격

변화에 따른 반사율을 보여주고 있다. 레이저 표면조직화

에서 홀 간격이100 µm인 시료의 350 nm-1200 nm에서의

평균 반사율은 31% 인 반면, 표면 손상 제거와 RIE 공

정 후 평균 반사율은 16%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이중

표면조직화 공정 결과 빛의 통과 길이가 길어져 광흡수가

증가하여 반사율이 낮아진 것을 나타낸다.

웨이퍼의 표면 조직화 후 에미터와 반사방지막 형성,

스크린 프린팅을 통한 금속전극 형성으로 태양전지를 제

작하였다. Fig. 3는 태양전지의 성능 비교를 위해 표면

조직화 공정에 따른 태양전지의 양자효율을 보여준다. 양

자효율은 태양전지에 입사되는 광자 수에 대한 태양전지

에서 수집되는 캐리어 수의 비를 의미하며, 입사되는 광

자의 파장 또는 에너지의 함수로서 주어진다. 일반적으

로 단파장 영역의 빛(blue light)은 표면파 가까운 곳에서

흡수되므로 전면에서 일어나는 재결합은 양자효율 스펙트

럼에서 단파장에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파장 영

역에서의 빛은 주로 태양전지의 내부에서 흡수되며, 캐리

어의 낮은 확산거리는 태양전지 내에서의 수집확률에 영

향을 미친다. 그 결과 양자효율 스펙트럼에서 장파장영역

효율이 감소한다.11) 레이저 공정 후 RIE를 이용한 이중

Fig. 2. Reflectance measurements with various hole spacing by laser texturization (a) without and (b) with 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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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조직화 결과 Fig. 2에서 보았듯이 RIE공정이 없을 때

와 비교하여 표면 반사율이 저감하여 증가한 외부양자효

율을 보여줬다.

Table 1은 인공 태양광 조사장치를 이용한 태양전지 성

능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광 흡수가 향상된 이중 표면

조직화 태양전지는 전류 밀도(Jsc)가 레이저 공정만 했을

때보다 증가하였으며, 충진도(fill factor, FF)는 0.8% 감소

하였다. 레이저와 RIE를 이용한 이중 표면조직화 태양전

지에서의 충실도 감소는 전극 형성시 고르지않은 표면때

문에 인쇄가 불균일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Fig.

4는 각 시료의 인공 광원 조사시 전류-전압 특성 곡선을

보여준다. 측정 결과 레이저 표면조직화 이후 RIE를 이

용한 건식 표면조직화를 하였을 때 개방전압은 615 mV,

전류밀도 34.2 mA/cm2, 변환효율은 16.2%를 획득할 수 있

었다. 이중 표면조직화 태양전지에서 단락 전류가 0.5 mA/

cm2증가하였으나 충진도 감소에 기인해서 변환 효율은

0.1% 증가에 그쳤다. 표면의 불균일로 인한 충진도 저감

을 개선할 수 있는 전극 형성 방법을 이용한다면 이중 표

면조직화 태양전지의 효율은 16.4%(615 mV × 34.2 mA/cm2

× 77.9%)까지 상승할 것이다.

4. 결  론

반사도 저감을 위해 이중 표면조직화 공정을 이용하여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레이저 조사시 홀

간격에 따른 실리콘 기판의 반사도 측정을 통해 최적의

레이저 홀 간격을 찾았으며, 홀 간격이 100 µm일 때 가

장 낮은 반사도를 보였다. 레이저와 RIE를 이용한 이중

표면조직화 태양전지는 단략전류와 개방 전압에서는 향

상된 값을 나타냈으나, 낮은 충실도로 인하여 효율은 레

이저 표면조직화 태양전지에 비해 0.1% 증가하는데 그

쳤다.

화학적인 표면조직화는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에서 균

일한 표면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한 이중

표면조직화를 통해 저감된 반사도와 증가한 효율을 얻었

다. 표면조직화 형태에 따른 도핑 균일도 및 전극과의 접

촉 등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레이저와 RIE를 이용한 이중 표면조

직화 기술이 저가화 고효율 태양전지를 위해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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