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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using a wet chemical process, we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solution concentrations in

removing layers from a solar cell, which is necessary for recovery of high-purity silicon . A 4-step wet etching process is applied

to a 6-inch back surface field(BSF) solar cell. The metal electrode is removed in the first and second steps of the process, and

the anti-reflection coating(ARC) is removed in the third step. In the fourth step, high purity silicon is recovered by

simultaneously removing the emitter and the BSF layer from the solar cell. It is confirmed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scopy(ICP-MS) and 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SIMS) analyses that the effectiveness of layer removal increases

with increasing chemical concentrations. The purity of silicon recovered through the process, using the optimal concentration

for each process, is analyzed 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ICP-AES). In addition, the silicon

wafer is recovered through optimum etching conditions for silicon recovery, and the solar cell is remanufactured using this

recovered silicon wafer. The efficiency of the remanufactured solar cell is very similar to that of a commercial wafer-based

solar cell, and sufficient for use in the PV industry.

Key words solar cell, recovery, silicon, chemical wet etching, remanufacturing.

1. 서 론

태양광 발전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

원으로서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이다. 2018년 전 세계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약 509 GW로 2017년 407 GW

대비 25 % 가량 증가하는 등 태양광 산업의 규모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있다.1) 그러나 태양광 모듈에는 수명

이 존재하며 이는 제작 년도에 따라 20 ~ 30년으로 다

양하지만 많은 양의 태양광 모듈이 1990년대에 설치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은 미래에 상당량의 수명이 다

한 태양광 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2) 또한 유

럽 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2012년부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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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폐기물 처리 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개정을 통해 태양광을 전기·전자

폐기물로 규정하였다.3) 따라서 수명이 다한 태양광 모듈

을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

은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있다.4-10)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설치

된 태양광 모듈은 결정질 실리콘 기반의 모듈로 약 95 %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저철분 유리, 알루미늄 프레

임, 태양전지, 구리 리본, 봉지재인 ethylene vinyl acetate

(EVA), 백시트 그리고 정션박스로 구성되어있다.11) 태양

광 모듈에 존재하는 유용소재 중 실리콘을 회수하는 것

이 중요한데, 이는 태양전지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폴리 실리콘의 고순도화 공정 비용이 태양광 모듈 제조

비용의 30 %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12) 최적화된 습

식 공정을 통해 수명이 다한 폐태양광 모듈로부터 고순

도 실리콘을 회수하여 태양광 산업에 적용한다면 환경

적·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모듈에 사용되는 태양전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현재 발생하는 폐모듈은 후면전계형(back surface

field, BSF) 태양전지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예

상된다. 후면전계형 태양전지는 일반적으로 은(Ag)과 알

루미늄(Al)으로 이루어진 전·후면 금속 전극, 반사방지

막, 에미터층 및 후면전계층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

양전지로부터 실리콘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성 요

소들의 제거가 필수적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태양전지로

부터 실리콘을 회수하기 위해 혼합액을 이용하거나 반

사방지막을 물리적으로 연삭하여 제거하였으며, 이 외에

도 유기산을 이용해 은을 회수하는 방법 등 태양전지 내

의 구성 요소들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13-17)

그러나 상기의 공정들은 반응성이 매우 높고 회수율이

낮다 또한 유기산의 높은 비용 및 긴 공정 시간 등으

로 인해 태양광 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종래의 무기산을 사용하여 다단으로 구성된 습

식 공정을 통해 반응성을 제어함과 동시에 목적하는 층

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실리콘 회수를 극대화하였

다. 이때 공정 시간 및 용액의 양은 선행된 예비 실험

을 통해 적정 조건을 도출하였고 이를 적용하였다. 습

식 공정에서 가장 주요한 용액의 농도를 제어하여 최적

공정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정을 통해 회

수한 실리콘 웨이퍼를 기반으로 태양전지를 재제조하여

상용 웨이퍼 기반의 태양전지와 비교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습식 공정을 통한 실리콘 회수

본 논문에서는 p-type, 두께 200 μm의 3-busbar를 가

진 후면전계형 6인치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를 사용하

였다. 공정은 질산(HNO3), 염산(HCl), 알칼리염(alkali

salt)이 첨가된 황산(H2SO4) 및 수산화칼륨(KOH) 수용액

순으로 총 4단계에 걸쳐 제거 대상 층을 제거하였으며

공정 순서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예비 실험을 통해 공정 시간은 20분, 용액의 양은 태

양전지 1개(10 g)를 기준으로 고체 액체의 비율(고액비)

이 10인 46 ml로 고정하였다. 모든 공정은 상온에서 이

루어졌으며, 교반 속도는 200 RPM이었다. 농도에 따른

제거 목표 층의 제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공정 별

로 농도를 변경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단계별 화

학 공정의 농도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HF+HNO3 혼합산을 이용하여 태양전지를 완전 용해시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process of removing layers from the solar cell surface.

Table 1. Experimental concentrations in each etching process.

Process Solution Concentration

Step 1 HNO3 (wt%) 10 20 30 40

Step 2 HCl (wt%) 5 10 15 20

Step 3 NaF (m) in H2SO4 0.5 0.75 1 1.25

Step 4 KOH (wt%) 5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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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태양전지 한 장에 함유되어있는 Ag 및 Al의 함유량

을 확인하였다. 이때 사용한 혼합산의 농도는 각각 50

wt% 이었으며, 비율은 1:5이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

자방출분광기(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 ICP-AES, ICPS-1000IV, Shimadzu, Japan)

분석을 통해 혼합산 내에 존재하는 Ag 및 Al의 농도를

파악하여 HNO3 및 HCl 공정을 통한 Ag와 Al의 제거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차 이온 질량 분석법(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SIMS, IMS 7f-Auto, Fracnce) 분석

을 통해 SiNx 층의 두께 감소 거동을 확인하였다. 한편

후면전계층의 경우 4-point probe를 통한 면 저항 측정

을 통해 제거 효과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scopy, ICP-MS, Thermo iCAP-Q, Thermo Fishier

Scientific, USA)을 통해 회수 실리콘의 순도를 측정하였

다. 또한 도출된 최적 공정을 통해 태양전지로부터 실

리콘 웨이퍼를 회수하였다.

2.2 태양전지 재제조

회수된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의 크기는 156 × 156 mm2,

두께는 약 150 μm, 비저항 값은 약 0.75 Ω · cm로 나

타났다. 회수된 실리콘 웨이퍼는 KOH : isopropanol 혼

합액을 사용하여 88 oC의 조건에서 텍스쳐링(texturing)

을 진행하였다. 이후 튜브 퍼니스 내에서 염화포스포릴

(phosphorous oxychloride, POCl3)를 원료로 사용하여 기

체 확산을 통해 에미터층을 형성하였다. 열확산 이후 HF

용액을 사용하여 규산염 유리(phosphosilicate glass, PSG)

를 제거하였고, 습식 화학 식각 공정(HF/HNO3/H2SO4/

D.I. water)을 통해 edge isolation을 적용하였다. 5㎚ 두

께의 SiO2층은 열 산화 공정으로 인해 증착되었다. 반

사 방지막(SiNx:H)은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법(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공정을 통해 증착

하였고 실란(silane), 암모니아(ammonia) 그리고 아르곤

(argon) 가스를 사용하였다. 반사 방지막의 두께는 약 760

~ 770Å이며, 표면 패시베이션(passivation) 층으로서의 기

능 또한 갖고있다. 전, 후면 전극의 경우 Ag 및 Al 페

이스트를 사용한 screen-printing 기법을 이용하여 형성하

였다. 페이스트 도포 및 건조 후 ohmic contact을 형성

하기 위해 IR-lamp를 사용하여 벨트 퍼니스에서 동시 소

성하였다. 재제조한 태양전지의 전류-전압 특성은 솔라 시

뮬레이터(McScience K210 LAB160)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동시에 상용 실리콘 웨이퍼를 통해 제작한 태양

전지와 회수 실리콘 웨이퍼를 기반으로 재제조한 태양

전지의 전기적 특성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태양전지 한 장을 완전히 녹인 혼합액에서 Ag와 Al

의 농도를 확인하기위해 ICP-AES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Ag와 Al의 농도는 각각 2,796, 23,736 ppm으

로 나타났고 각각의 해당량이 용해되었을 때 태양전지

의 전, 후면 전극이 모두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

면 Ag전극은 반응식 (1)과 같이 HNO3와의 반응을 통

해 용해시켰다.18) 이때 HNO3의 농도를 10, 20, 30 및

40 wt%의 농도로 10 wt%씩 늘려가며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Ag의 용출량을 Fig. 2(a)에 나타내었다. 농도가 증

가할수록 HNO3 내에 용해된 Ag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g는 30 wt%에서 2,795 ppm이 검출되었는

데 이는 태양전지 1개 내에 존재하는 Ag의 양과 비슷

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질산 농도 30 wt%에서 태양전지

내 대부분의 Ag가 용해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후면의

Al 전극을 용해시키기위해 반응식 (2)와 같이 HCl과의

반응을 통해 용해시켰고 사용된 HCl의 농도를 5, 10, 15

및 20 wt%까지 5 wt%의 간격으로 증가시켰다.19) 용액의

Fig. 2. (a) Ag concentration and (b) Al concentration in the chemical solution measured by ICP-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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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증가할 수록 Al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Fig. 2(b)에 나타내었다. Al은 15 wt%에

서 21,646 ppm이 검출되었으며, 앞서 확인한 태양전지 내

의 Al의 양과 비교하였을 때 Al이 완전히 용해되지 않

은 것으로 보여진다. Al의 농도가 태양전지를 완전 용

해했던 결과와 약 2,000 ppm 이상 낮은 이유는 후면전

계층에 Al-Si 형태로 잔존하는 Al이 HCl에서는 용해되

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HNO3 30 wt%, HCl 15

wt%의 농도에서 Ag 및 Al의 용해 농도가 최대치에 도

달하였으며, 해당 조건에서 태양전지 내의 Ag 및 Al 제

거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Ag + 6HNO3 → 4AgNO3 + NO + NO2 + 3H2O (1)

Al + 3HCl → AlCl3 + 3/2H2 (2)

Fig. 3은 SIMS 분석을 통해 NaF의 몰랄농도에 따른

태양전지의 SiNx 층의 두께를 확인한 결과이다. 반응식

(3)과 같이 NaF가 첨가된 H2SO4을 사용해 SiNx 층을 제

거하였다.20,21) H2SO4에 첨가된 NaF의 몰랄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SiNx의 두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1 m 및 1.25 m의 조건에서 SiNx를 50 nm 이하의 두께

로 제거가 가능하였다. SiNx 층의 두께가 1 m의 조건에

서 1.25 m의 조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1 m

의 조건에서 대부분 제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후 반

응식 (4)와 같이 KOH 용액을 통해 실리콘을 식각하여

에미터와 후면전계층을 동시에 제거하였다.22) KOH의 농

도는 5, 10, 20 및 30 wt%의 농도에서 진행되었고 후면

전계 층 제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4침법(4-point probe)

를 통해 후면의 면 저항(sheet resistance)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KOH 5 및 10 wt%의 조건에서 회수한 실리콘

의 면 저항은 각각 17 및 23 Ω/sq가 측정되었고 20 및

30 wt%의 조건에서 회수한 실리콘은 높은 저항 값으로

인해 측정이 불가하였다. 이는 태양전지 제작 시 후면

알루미늄 페이스트 도포 후 소성하는 과정에서 고농도

불순물 효과로 인해 실리콘과의 접촉저항을 줄여주는 Al-

Si합금으로 이루어진 후면전계층이 생성되는데 이 후면

전계층이 제거되면서 접촉저항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23) 이에 따라 면 저항이 측정되지 않는 조건인

KOH 20 wt%의 농도에서 후면전계층이 제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에미터층은 약 0.2 ~ 0.3 μm

의 두께로 형성되고 후면전계층의 경우 약 5 μm의 두

께로 형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은 에미터

층은 후면전계층과 함께 제거됐을 것으로 판단된다.24,25)

분석 결과를 통해 H2SO4에 첨가된 NaF 1m, KOH 20

wt%에서 각각 SiNx 층과 후면전계층이 대부분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16NaF + 16H2SO4 + Si3N4

→ 16NaHSO4 + 2(NH4)2SiF6 + SiF4 (3)

Si + 2OH− + 2H2O → Si(OH)4
− + H2 (4)

실험 결과를 통해 태양전지로부터 실리콘을 회수하기

위한 용액의 적정 농도는 HNO3 30 wt%, HCl 15 wt%,

H2SO4에 첨가된 NaF 1 m 및 KOH 20 wt%으로 확인되

었다. 도출된 적정 농도를 기반으로한 최적공정을 통해

실리콘을 회수하였고, ICP-MS 분석을 통해 순도를 확인

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실리콘 회

수 공정을 통해 7N5의 순도를 갖는 실리콘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태양전지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6N 이

상의 순도를 지닌 실리콘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수한 실

리콘의 순도를 보았을 때 태양전지를 제조하기위해 재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26) 또한 이러한 높은 순도

는 습식 공정을 통해 금속 전극, SiNx, 에미터 및 후면

전계층 대부분이 제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3.2 재제조 태양전지 특성평가

그러나 ICP-MS 분석을 통한 순도 분석은 국부적인 부

Fig. 3. SIMS reduced data depth profile for SiNx.

Table 2. Metal concentration in recovered silicon determined by

ICP-MS.

Element
Concentration

(ppb)
Element

Concentration

(ppb)

Na 0.07 Fe 0.15

Mg 0 Ni 0.41

Al 5.64 Sn 0.01

K 0.5 Cu 0.31

Ca 0.16 Zn 1.45

Ti 2.07 Ag 28.790

Ba 0.03 Co 0.08

Cr 0.01 Mn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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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대표성을 가진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확보한 최적 습식 공정 조건을

통해 실리콘 웨이퍼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웨이퍼는 KOH

혼합액을 통해 텍스쳐링을 진행하였고 POCl3를 사용하

여 에미터층 형성하였다. 또한 PSG 제거, edge isolation

공정 후 반사방지막 증착, Ag 및 Al paste 도포 및 소

성 공정을 통해 태양전지를 재제조하여 전기적 특성을

분석을 하였다. 화학공정을 통한 회수 및 재제조 과정

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5는 재제조한 태양전지(remanufactured solar cell)

와 상용 웨이퍼 기반의 태양전지(commercial wafer based

solar cell)의 I-V curve를 나타낸 결과이며, 개방 전압

(open-circuit voltage, Voc), 단락 전류(short-circuit current,

Jsc), 충진률(fill factor, FF), 효율(efficiency, η) 등을 통

해 전기적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재제조 태양전지와

상용 웨이퍼 기반 태양전지의 효율은 각각 19.5 %, 19.6

%로 유사한 효율을 보였으나, 재제조 태양전지의 효율

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습식 식각공정을

통해 회수한 재제조 태양전지의 두께가 상용태양전지에

비해 두께가 얇은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태양전지의 효율은 두께에 영향을 받는데, 이 경우 얇

아진 웨이퍼의 두께로 인해 광 경로 길이(optical path

length)가 감소하여 광 흡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이

로 인해 광학적 손실(optical loss)이 발생하게 된다. 27)

이러한 이유로 재제조한 태양전지가 상용 웨이퍼 기반

의 태양전지에 비해 다소 낮은 효율이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습식 화학 공정을 통해 태양전지로부터

실리콘을 회수함에 있어, 사용되는 용액의 농도에 따른

제거 대상 층의 거동을 확인하였다. ICP-AES 분석으로

HNO3 및 HCl 공정에서의 Ag 및 후면전계층을 제외한

Al의 제거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SIMS 분석을 통해 NaF

가 첨가된 H2SO4 공정에서의 SiNx 층 제거 효과를 확

인하였다. 또한 4-point probe를 통해 KOH 공정에서의

후면전계층 제거 효과를 확인하였다. 각 공정에서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목적하는 층의 선택적 제거 효과가 상

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적 습식 공정의 농

도는 각각 HNO3 30 wt%, HCl 15 wt%, NaF 1 m가 첨

가된 H2SO4 및 KOH 20 wt%로 나타났다. 해당 공정을

통해 회수한 실리콘의 순도를 ICP-MS 분석을 통해 분

석한 결과 7N5의 순도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불필요

층이 모두 제거 되었다고 판단했다. 최적 공정 조건을

통해 태양전지로부터 실리콘 웨이퍼를 회수하였고, 이를

Fig. 4. Pictures of chemical etching process from a 6” c-Si solar cell: (a)solar cell; (b) recovered c-Si wafer; (c) remanufactured solar cell.

Fig. 5. Light I-V curves of the remanufactured (Re) solar cell and

commercial (Co) wafer-based so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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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태양전지를 재제조하여 상용 웨이퍼를 기반으

로 제작한 태양전지와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재제조 태양전지의 효율은 19.5 %로 확인되었고 이

는 상용 웨이퍼 기반의 태양전지와 거의 유사한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태양광 산업에 사용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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