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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blistering on Al2O3/SiON stacks and Al2O3/SiNx:H stacks passivation layers. Al2O3 film provides
outstanding Si surface passivation quality. Al2O3 film as the rear passivation layer of a p-type Si solar cell is usually stacked with a
capping layer, such as SiO2, SiNx, and SiON films. These capping layers protect the thin Al2O3 layer from an Al electrode during the
annealing process. We compared Al2O3/SiON stacks and Al2O3/SiNx:H stacks through surface morphology and minority carrier
lifetime after annealing processes at 450

o
C and 850

o
C. As a result, the Al2O3/SiON stacks were observed to produce less blister

phenomenon than Al2O3/SiNx:H stacks.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in the H species content. In the process of depositing
SiNx film, the rich H species in NH3 source are diffused to the Al2O3 film. On the other hand, less hydrogen diffusion occurs in SiON
film as it contains less H species than SiNx film. This blister phenomenon leads to an increase insurface defect density. Consequently,
the Al2O3/SiON stacks had a higher minority carrier lifetime than the Al2O3/SiNx:H s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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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산업적으로 사용 되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P-type을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고, 20%에 가까운 고효율

을 얻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P-

type 고효율 태양전지로 가기 위한 여러 연구 중 후면 패

시베이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면 패시베이션

막으로는 SiO2, Al2O3막 등이 검토되고 있고 이중 Al2O3

막은 높은 고정 전하(Negative Fixed Charge)와 뛰어난 계

면결함(Interface Defect Density) 감소 효과로 인해 매우

각광 받고 있다.
1)

 Al2O3막은 원자층증착법(Atomic Layer

Deposition)를 통해 증착을 하고 TMA(Tri Methyl Alumi-

num)와 H2O를 원료 물질로 한다.
2)

 Al2O3막은 이후 공정

인 알루미늄 전극형성 및 소성 과정에서 막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막을 적층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보호막은

반사방지막으로 사용되는 PECVD SiNx:H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SiO2, SiON막 등에 대하여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 계면 결함을 줄이기 위해 forming

gas(N2 : H2 = 95 : 5) 분위기 450
o
C에서 어닐링을 하는데 이

때 Si/Al2O3 계면에 있는-OH기와 -H는 dangling bond와

결합하므로 비활성화 시키어 소수 캐리어(minority carrier)

가 dangling bond와 결합하는 것을 감소시킨다.
1,3)

 이러한

수소 패시베이션 효과는 태양전지의 소수전하수명을 증

가시키고 태양전지 효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과잉의 수소로 인해 Si/Al2O3 계면에서 Blister가 발생된다.

이렇게 발생한 Blister로 인해 패시베이션 효과는 감소하

게 되고 소수전하수명이 낮아져 태양전지의 효율은 떨어

지게 된다. 본 논문은 Blister가 생성되지 않는 방법을 연

구하기 위해 PECVD 장비로 수소량을 제어하기 위해 N2O

가스를 첨가시켜 SiON(Silicon Oxynitride)를 증착하였다.
4)

그리고 Al2O3 박막 위에 SiNx:H 박막 그리고 SiON 박막

적층 구조를 각각 450
o
C, 850

o
C 열처리를 하였을 경우 막

의 표면구조와 성분을 관찰하였고 계면의 결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소수전하수명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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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본 실험을 위해 Boron 도핑된 태양전지용 156 mm ×

156 mm p-type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100)를 사용하였으

며, 비저항은 3.0 ~ 6.0 Ωcm, 두께는 200 ± 20 μm였다. 시

료를 SDR (Saw Damage Removal) 진행 후 RCA Cleaning

을 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순서를 정

리한 것이다. 

RCA Cleaning은 SC1(NH4OH : H2O2 : DI water = 1 : 5 : 50),

SC2(HCl : H2O2 : DI water = 1 : 5 : 50) 순서로 진행하여 하

였다. Cleaning을 마친 후 Spin Dryer로 표면의 수분을 제

거하고 ALD 장비로 Al2O3막을 250
o
C에서10 nm 증착하였

다. 사용되는 소스는 TMA(Tri-Methyl Aluminum)와 H2O

를 사용하였고 N2 가스는 carrier gas와 purge용으로 사용

되었다. 박막의 두께 및 굴절률은 Reflectometer 장비로 측

정하였고, SiNx:H는 PECVD 장비를 사용하여 Power

200 W 조건에서 두께 80 nm, 굴절률 2.02인 막을 증착하

였다. SiON막 증착시에는 SiNx:H막 증착조건에서 N2O

(Nitrous Oxide) gas 70 sccm을 추가로 넣어서 증착하였다.
4)

어닐링은 Forming Gas(N2 : H2 = 95 : 5) 분위기에서 RTP장

비로 450
o
C 20분간 진행 하였고(FGA) 소성공정은 850

o
C

10초동안 진행하였다(Firing). Blister 현상을 더욱 확실히

관찰하기 위해 일반적인 소성 조건 보다 장시간인 850
o
C

에서 1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실험 중간에 Sinton

instruments(WCT-120)사의 QSSPC (Quasi-Steady-State Photo-

conductance) 장비를 사용하여 소수전하 수명(Minority

Carrier Lifetime)을 비교하였고 SEM-EDS 장비로 막의 표

면정보와 성분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의 패시베이션 막인 Al2O3/SiNx:H 적층막과

Al2O3/SiON 적층막의 450
o
C 20분 FGA 결과 Al2O3/

SiNx:H 적층막 구조에서 Blister가 생성되는 것을 발견하

였다. 유독 Al2O3/SiNx:H 구조에서만 이 같은 현상이 관

찰되었는데, 보다 자세한 표면 확인하기 위해 SEM으로

표면을 분석하였다.

Fig. 2에서와 같이 Al2O3/SiNx:H 적층막에서는 Blister가

형성되었고 Al2O3/SiON 적층막에서는 Blister가 관찰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SiNx:H 보호막 증착과

정에서 수소가 Al2O3막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3)

 SiNx:H

막의 증착으로 인한 과포함된 수소는 FGA 과정에서 Al2O3

막내에서 과포함된 수소들이 방출되면서 Al2O3 박막을 부

풀어 오르게 한다.
5)

 Blister가 생성되지 않은 SiON막의 증

착은 SiNx:H 증착조건에서 N2O 소스를 추가적으로 공급

한다. PECVD 플라즈마 가운데 Si-O 결합은 Si-N 결합보

다 우선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NH3 반응 빈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수소함량이 낮아져 수소가 Al2O3막으

로 확산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Blister 현

상의 발생 확률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6,7)

고온의 소성조건(> 800
o
C)에서 후면 패시베이션 막의 열-

안정성은 태양전지의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Blister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전극 형성공정 온도

에서 보다 장시간 기판에 열을 가해 후면 패시베이션 막

을 관찰하였다. 850
o
C, 1 min 조건에서 열처리하여 Al2O3/

SiNx:H 적층막 후면 패시베이션 막이 소성 후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SEM과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

troscopy)를 통해 표면 Morphology와 화학조성에 대해 알

아보았다. 

Fig. 3은 850
o
C 1 min 동안 소성된 Al2O3/SiNx:H 적층

막의 표면을 나타낸 것이다. 표면에는 Blister와 이로 인

해 막이 떨어져 나간 Flake가 관찰되었는데 각 위치에 따

라 R1은 Blister가 발생하지 않은 구간, R2는 Blister가 발

생한 구간, R3는 Blister가 발생하여 기판으로부터 패시베

이션 막이 떨어져 나간 구간을 의미한다(Flake). R1, R2

그리고 R3의 화학적 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SEM-EDS 분

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1에 나타내었다. R1에

서 N, O, Al, Si의 성분비는 각각 32.5%, 7.8%, 4.1%,

55.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Al2O3/SiNx:H 적층

막의 성분비와 일치한다. R2는 Blister에 의해 부풀어 오

Fig. 1. Experimental process.

Fig. 2. SEM images of (a) Al2O3/SiNx:H and (b) Al2O3/SiON

stacks after annealing at 450
o
C for 2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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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부분으로 같은 화학조성에서 함량차이는 1% 정도로

SEM-EDS의 오차범위에 포함하는 수치이므로, R1과 조성

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반면 R3의 경우 Al, O, N

가 0%로 나온 결과 후면 패시베이션 막이 떨어져 나갔

음을 나타낸다. Fig. 4는 Blister와 Flake가 형성되는 과정

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SiNx:H막 내의 H 이온은 다양한 결합구조를 가지고 내

부에 존재하는데 증착 과정에서 Al2O3막으로도 확산된다.
4)

이후 공정인 열처리 과정에서 수소는 350
o
C 이상의 온도

에서 점차 결합이 끊어지면서 방출되고 H2 및 H2O 형태

로 방출되어 Blister를 형성한다.
2,8)

 온도가 더 올라가 응

력이 한계치를 넘어 파괴강도(350MPa)를 초과하면 취성이

높은 Al2O3막은 SiNx:H 보호막과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된

다.
9)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Blister가 생성되게 되면

실리콘 기판과 패시베이션 막이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계면의 결함계수가 증가로 이어지고 소수전하수명은 떨

어지게 된다. 반면에 Al2O3/SiON 적층막은 수소의 함량

이 낮으므로 Blister 현상이 적게 나타나고 소수전하수명

이 나빠지지 않게 된다. 본 실험은 소수전하수명을 측정

함으로서 Blister로 인한 물리적 결함이 전기적 특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Fig. 5는 소수전하수명을

측정한 결과이다.

결정질 실리콘 기판에 ALD 장비로 Al2O3만을 증착 하

였을 경우의 소수전하수명은 약 90 ± 10 µs이었다. 그 위

에 SiNx:H막을 증착한 경우는 평균 165 ± 12 µs이었다. 반

면 SiON막을 증착한 경우, 170 ± 13 µs이었다. 두 측정 결

과는 서로의 표준편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히 막에 의

한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450
o
C로

20분 동안 FGA 공정을 진행할 경우에는, Al2O3/SiON 적

층막의 소수전하수명은 30% 증가하였고 Al2O3/SiNx:H 적

층막은 소수전하수명이 64%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어닐

링 온도 조건에서 비정질 Al2O3막 내에 있던 수소들이 방

출되고 Si/Al2O3 계면으로 확산되어 수소 패시베이션 효

과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3)

 다른 원인으로는 결정질 실

리콘 기판 표면에 존재하는 Si-OH들이 어닐링 온도 조건

에서 재배열 하여 Si-O-Si 결합을 하게 되고 수소를 방출

하게 된다. 이로 인해 Si/Al2O3 계면에 SiO2막이 형성되고

그 결과 패시베이션 효과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10,11)

Si-OH + HO-Si → Si-O-Si + H2 + O (1)

물론 Al2O3/SiNx:H 적층막 또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Blister에 의한 결함면적의 증가에 의해 소

Fig. 3. SEM image: Al2O3/SiNx:H stacks firing at 850
o
C for

1 min.

Table 1. The Element (atomic %) is Analyzed by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R1: Non-Blistered

region, R2: Blistered Region, and R3: Flaked Region.

Element (Atomic %) R1 R2 R3

N 32.5 32.1 0

O 7.8 8.7 0

Al 4.1 3.7 0

Si 55.6 55.5 100

Fig.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blister and flake Phenomenon (a)Deposition process of SiNx:H on Al2O3, (b) FGA process of

Al2O3/SiNx:H stacks, and (c) Firing process of Al2O3/SiNx:H s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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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하수명은 감소 되었다. 850
o
C의 소성공정조건에서는

소수전하수명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고

온 조건에서 a-Al2O3막의 물성이 변했기 때문이다. 온도

가 올라감에 따라 -H와 -OH기가 방출되면서 a-Al2O3막은

결정화 되어 고정 전하(Negative Fixed Charge)의 감소로

이어진다.
12,13)

 또한 고온의 소성 과정에 수소의 방출량이

많아 계면의 수소함량이 낮아지면 패시베이션 효과가 감

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수전하수명이 줄어든다.
3,5)

 Al2O3/

SiON 적층막의 경우는 Blister 발생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Al2O3/SiNx:H 적층막 보다 소수전하수명 감소가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결정질 태양전지의 패시베이션 막의 적

층에 따른 열적 안정성과 소수전하수명에 대하여 조사하

였다. 패시베이션 막은 원자층 증착법으로 Al2O3막을 증

착하였고 PECVD를 사용하여 보호막인 SiNx:H막과 SiON

막을 적층 하였다. 그 결과 보호막으로 SiON막을 적용하

였을 경우 SiNx:H막을 적층하였을 경우보다 높은 소수전

하수명과 패시베이션 특성을 저하시키는 Blister를 방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l2O3/SiON 적층 구조를 사

용함으로써 열적 안전성을 개선하여 소수전하수명을 향

상 시켰고, 이를 통해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를 제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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