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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혁명 이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인 화석연

료를 통해 생활의 편의를 얻었지만, 주 연료인 석유는 약 40

년, 석탄은 약 220년, 가스는 약 60년 후에 고갈될 것이라 예

상된다[1]. 또한 화석연료의 연소 배출물은 미세먼지를 포함

한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주 원인이

기도 하다. 이러한 화석 에너지의 고갈에 대비하고 지구 환

경을 보존하기 위해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력, 지열, 풍력, 조력, 태양열과 같

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원 중 태양 에너지는 

공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무한대의 자원으로 사용이 가능

하여 그 발전성이 기대되고 있다[2]. 태양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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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평면 태양 전지 구조에 1차원 주기를 가지는 에미터 전극 배치를 통해 광학 및 전기적 효율을 최적화

하는 설계방법을 제안한다. 에미터 전극의 주기가 줄어들면 애퍼처 비율이 감소해 빛 흡수율이 줄어들어 태양 전지 성능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간단한 평판형 태양 전지 구조 내에서 에미터 전극 배열의 최적안을 제시

하였다. 광학적 측면에서 에미터 전극이 없이 광흡수층 전면에서의 광흡수를 하는 레퍼런스 소자와 성능이 유사한 조건을 도출했

다. 그리고 광흡수 및 전기적 효율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전극 구조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광전 변환으로 

생성된 전하를 전극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대체 에너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 전지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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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광자를 흡수하여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3], 광 촉매

제로 쓸 수 있는 화학 연료를 생산하는 것[4], 그리고 가장 대

표적인 방법인 광자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전자를 만드는 방

법[5,6]이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태

양 전지가 필요하다.

태양 전지는 재료에 따라 구분되는데, 실리콘과 같은 무기 

반도체를 사용한 무기 태양 전지(inorganic compound solar 

cell)[7]와 메로시아닌 등의 유기 염료를 사용한 유기 태양 전

지(organic solar cell)[8]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메로

시아닌, 프탈로시아닌, 필리륨과 클로로필 등을 기반으로 제

작된 유기 태양 전지들이 연구되고 있다[9-12]. 유기 태양 전지

는 값싼 유기물을 사용하고 대면적화가 가능해 높은 생산성

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소자의 신뢰성과 광변환 효율이 매우 

낮아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너(donor) 및 억셉

터(acceptor) 층의 재료를 통해 HOMO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 LUMO (lowest occupied molecular orbit)를 

조절하여 효율을 높이거나[13], 표면 모폴로지(morphology)를 

제어하여 화학적 혹은 광학적 효과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현재 약 6~12% 정도의 효율이 보고되고 

있다[14-16].

반면, 무기 태양 전지는 유기 태양 전지 대비 우수한 효율

과 높은 생산성으로 현재 태양 전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특히 기판형 결정질 실리콘(Si) 태양 전지는 신뢰성, 

수명, 효율 측면에서 우수하며 태양 전지 시장 중 주택 및 

소규모 발전용으로 적합해 태양 전지 산업의 80% 이상의 시

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결정질 Si 태양 전지는 이론적으

로 약 29%의 최고 광전효율[17]을 달성할 수 있으며, 저가화

와 생산 수율 등을 고려한 양산단계의 태양 전지도 19~21%

의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18-20]. 하지만, Si 태양 전지는 원재

료인 Si과 공정 비용이 높아 단가를 낮추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의 비용 절감을 위해 Si 원재료의 저가

화, 박막형 기판 사용, 태양 전지의 효율성 증가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태양 전지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는 광 흡수층의 높은 흡수율, electron-hole pair (EHP)의 생

성 비율의 최대화, EHP의 분리를 위한 p-n 접합 전위차 등 

광전 혹은 전기적 메커니즘에 따른 접근을 해볼 수 있고, 이

러한 기본 메커니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노 및 

마이크로 구조에서 일어나는 광학 공진 현상을 응용하는 사

례가 많이 연구가 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만들어진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을 최종적으로 외부로 많이 이끌

어낼 수 있는 관점에서 태양 전지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상부 contact 전극(주로 emitter 전극)의 형태

에 따라 태양전지의 최종 성능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으나 
[21,22], 전극의 크기가 크며 그 모양에 따른 전하의 분포특성

과 전기장의 세기 등 전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기적 특성과 더불어 광학적 효과를 

동시에 검토하여 최적 안을 설계하기 위해 마이크로 패턴을 

이용하여 광학적 효과와 전기적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자 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광 흡수 및 광전 활성화 층

(active layer)과 양극, 음극으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평

면 구조의 태양 전지 구조에서 에미터 전극의 주기를 조절하

여, 기존 태양 전지의 태양광 흡수율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전기적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태양 전지의 전극의 최적 디

자인을 제안한다. 광전 변환으로 생성된 전하를 가장 효율적

으로 전극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양산에 

적합한 단순한 구조와 공정, 저비용을 고려한 효율 개선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체 에너

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 전지의 활용성이 높

아질 것을 예상한다.

II. 연구 방법

그림 1(a)는 기본적인 평면 무기 태양 전지를 도식화한 것

이다. 이 구조는 상부의 은(Ag) 에미터 전극, 실리콘(Si) 활

성화 층, 하부의 알루미늄(Al) 베이스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1(b)는 태양 전지를 설계할 때, 고려된 설계 변수를 

나타낸다. 설계 변수는 전극 배열의 주기(P1)이다. 에미터 전

극의 사이즈는 두께(t1)가 1 µm인 정방형, 활성화 층의 두께

(t2)는 3 µm, 베이스 전극의 두께(t3)는 500 nm로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평판형 태양 전지에서 상부 금속 

에미터 전극의 주기에 따른 광학적 특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2차원 FDTD (finite-difference time-domain) 방법(FDTD 

Solutions, Lumerical Inc. Canada)을 이용하였다. 하나의 단

위 구조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가정 하에 그 주기성을 이

Fig. 1. (a) Schematic design of the planar solar cell consisting of 

silver (Ag) emitter electrodes, a silicon (Si) active layer and an 

aluminum (Al) base electrode. (b) Design parameters of the unit 

solar cell; the period (P1) of the Ag emitter electrodes, the 

thickness (t1) and length of Ag emitter electrodes, the thickness 

(t2) of Si active layer, and the thickness (t3) of Al base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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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계산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계산 범위의 경계 조건

은 x축을 따라 Periodic, y축을 따라 PML (perfectly matched 

layer) 조건을 적용하였다. 300 nm에서 1300 nm 파장 대역을 

가지는 평면파 광원을 사용하여 기판에서 y방향을 따라 단

위 셀로 입사시켰다. 광 흡수율은 태양 전지의 활성화 층에

서 계산하였다. 굴절률은 Si와 Al에 대한 Palik[23]의 데이터

를 사용하였고, Ag에 대한 CRC[24]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2는 에미터 전극 배열의 주기(P1)의 변화에 따른 태

양 전지의 빛 흡수율 특성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2(a)는 

에미터 전극의 주기에 따른 광 흡수율을 계산한 스펙트럼 결

과이다. 에미터 전극으로 가리지 않고 활성층 전체 면적에서 

광을 흡수하는 경우를 ‘No Emitter Electrodes’로 구분하였고 

이를 레퍼런스로 하여 광흡수 성능을 비교하였다. 태양 전지

의 평면 방향(x축 방향)으로는 Periodic으로 무한히 넓은 영

역으로 설정하였다. 실제 구현되는 소자의 크기는 수 cm~수 

m로 그 크기가 제한이 되지만, 가시광 및 적외선 대역의 빛

의 파장의 크기와 수직 방향(y축 방향)으로 수 µm 급 박막

의 치수를 고려할 때 무한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교군이 주기적인 에미터 전극이 배치된 태양 전지의 경우, 

전극의 주기를 20 µm, 10 µm, 5 µm, 2.5 µm로 설정하여 계

산하였다.

각 주기에 따른 광 흡수율은 300 nm에서 600 nm 사이의 

단파장 영역에서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였고, 600 nm 

이상의 장파장 영역에서는 잡음과 같은 리플(ripple)이 발생

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기의 변화에 따른 광 흡

수율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 단파장 영역 중 광 흡수율이 

최댓값을 갖는 500 nm 파장의 데이터를 검토했다. 레퍼런스

의 경우 500 nm 파장에서의 광 흡수율은 약 0.61, 전극의 주

기가 20 µm일 때 약 0.59, 10 µm일 때 약 0.57, 5 µm일 때 

약 0.51, 2.5 µm일 때 약 0.42가 나왔다. 레퍼런스 소자 대비 

전극의 주기가 2.5 µm일 때 광 흡수율이 약 31% 감소하였

고, 이것은 에미터 전극의 주기가 감소할수록 광의 흡수량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b)와 2(c)는 광 흡수층인 Si의 굴절률의 실수 및 허

수 값이다. 파장에 따라 그 값이 다르게 분포되어있다. 600 

nm 이상의 장파장 대역에서 보이는 ripple 현상은 광활성층 

내의 Fabry-Perot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전물질인 Si의 

아래쪽은 반사율이 높은 Al 평면이고, 위쪽은 Si보다 굴절률

이 낮은 공기층과 경계가 형성되어 반사계수가 커 Si 내부에

서의 다수 반사모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반사모드가 

서로 보강, 상쇄 간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파장에 의존성이 

있어 스펙트럼이 sinusoidal 형태로 나타난다. 광 활성층의 

두께가 3 µm이고 600 nm 부근에서 Si의 굴절률의 실수부가 

약 3.7 정도로 나타남을 고려하면 가시광 영역 내에는 Fabry-

Perot 효과에 의한 고차 모드가 발생하고 ripple의 간격이 그

림 2(a)와 같이 좁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00 nm 이

하의 파장영역에서는 굴절률의 허수부가 0보다 크고 실수부

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이 파장영

역에서의 광의 세기가 감쇠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ripple

을 감쇠시킬 수 있다.

태양 전지의 광전 변환 동작은 태양광 전체 대역을 흡수하

여 반응이 이뤄진다. 전체적으로 에미터 주기의 감소에 따라 

흡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그 대푯값으로 500 nm 파장

의 광 흡수율을 비교했지만, 소자에서의 전체 흡수율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전 파장 영역에서의 광 흡수율에 대한 평

균값을 계산하여 전극의 주기에 따른 경향을 그림 3(a)에 나

타냈다. 레퍼런스 소자의 광 흡수율의 평균값은 약 0.461, 전

극의 주기가 20 µm일 때는 약 0.441, 10 µm일 때는 약 

0.420, 5 µm일 때는 약 0.380, 2.5 µm일 때는 약 0.304으로 

계산되었다. 주기가 감소할수록 빛 흡수율이 감소하는 양이 

0.20, 0.21, 0.40, 0.76로 증가하여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에미터 전극 주기에 따른 광 흡수율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3(b)에서 두 가지 분석 데이터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레퍼런스 소자의 개구 비율(aperture ratio)을 100%로 하여 

전극의 주기에 따라 변하는 애퍼처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리

고 에미터 전극이 없을 때의 광 흡수율을 기준(100%)으로 

하여 전극의 주기에 따른 광 흡수율의 비율을 나타냈다. 전

반적으로 개구 비율의 경향과 광 흡수율의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극의 주기가 작아질수록, 즉, 전극이 더 많이 배

치될수록 광 흡수량은 적어지는데 주기가 작아짐에 따라 감

소하는 비율이 더 커진다. 전극의 주기가 20 µm일 때 개구 

비율은 95.0%, 10 µm일 때 90.0%, 5 µm일 때 80.0%, 2.5 

µm일 때 60.0%로 계산된다. 한편 광 흡수율의 비율은 

aperture ratio 대비 소량 더 큰 값을 보였으며, 전극 주기가 

줄어드는 순서로 약 95.7%, 91.1%, 82.4%, 65.9%로 계산되

었다. Aperture ratio와 absorption ratio 사이의 비율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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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p, 1.1%p, 2.4%p, 5.9%p가 된다. 전극의 주기가 작을수

록, 다시 말해 전극이 많이 배치되어 개구부의 크기가 작을

수록 광 흡수율과 개구 비율의 차이는 더 커져, 개구부 대비 

더 많은 양의 빛을 흡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개구 비율과 광 흡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개구 비율에 따라 

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전기장(electric field, E-field)의 세기를 확인하였다. 그

림 4는 전극의 주기에 따라 활성화 층 내의 전기장 분포를 

계산한 그림이다. 앞서 태양 전지의 광 흡수율 스펙트럼에서 

주기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단파장 영역 내에서 

최댓값을 보인 500 nm 파장에서의 전기장 분포를 확인했다. 

그림 4(a)는 레퍼런스 소자, 그림 4(b)는 에미터 전극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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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 µm, 그림 4(c)는 10 µm, 그림 4(d)는 5 µm, 그림 4(e)

는 2.5 µm인 소자에 대한 데이터이다. 모든 소자에서 전기장

은 활성화 층 상단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하단부로 갈

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두꺼운 금속 전극에 의해 빛

이 차단되어 에미터 전극의 아랫부분에서 전기장의 크기가 0

에 가깝게 나타났고, 개구 영역은 빛이 투과하여 활성층 내

로 흡수가 되며 이 부분은 레퍼런스와 마찬가지로 하단부로 

내려갈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작아진다. 한편, 전극의 양쪽 

경계 부분에서는 전기장이 강하게 나타나 집광됨이 보이며, 

집광의 형태가 빛의 진행방향을 따라 수직방향으로 그 폭이 

넓어진다.

빛은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파동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파장과 유사한 크기의 수 µm의 구조물에서 파면이 

왜곡되어 회절(diffraction)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활성층 내의 깊이 방향에 대해 전기장 분포가 빛이 투과하고 

투과하지 않은 영역의 구분이 완벽하게 개구부와 일치하지

는 않을 것이다. 또한 에미터 전극과 활성층 사이는 금속과 

유전체의 경계면인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표면 플라즈몬이 

발생하여 표면에서 국부적으로 전기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빛이 집광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이 때 발생한 표면 

플라즈몬은 표면을 따라 전파하는 특성도 보인다. 이러한 표

면 플라즈몬의 여기와 회절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구부 표면부에서의 전기장 세기 분포가 그림 4(a)의 레퍼

런스처럼 표면방향(lateral, x축 방향)으로 일정하지 않고, 강/

약이 반복되는 간섭무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활성층 내부의 흡광과 전기장 세기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림 4(f)에 에미터 전극의 주기에 따른 활성

층 내의 전기장 세기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광 흡수율과 마

찬가지로 전극의 주기가 줄어들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기장의 세기는 레퍼런스 소자의 경

우 1.15 × 10-1 V/m이고, 전극의 주기가 20 µm일 때 1.12 × 

10-1 V/m, 10 µm일 때 1.07×10-1 V/m, 5 µm일 때 9.88 × 10-2 

V/m, 2.5 µm일 때 8.27 × 10-2 V/m로 계산되었다. 또한 그래

프 상의 인접 데이터 구간 간의 전기장 데이터의 차이도 

0.03 × 10-1 V/m, 0.05 × 10-1 V/m, 0.08 × 10-1 V/m, 0.16 × 10-1 

V/m로 증가하여, 주기가 감소함에 따라 평균 전기장 값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림 4(g)는 그림 3(b)와 같은 방법으로 개구 비율과 전기

장의 비율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전기장의 비율은 전극의 주

기가 20 µm일 때 97.4%, 10 µm일 때 93.0%, 5 µm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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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2.5 µm일 때 71.9%로, 모든 구간에서 개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계산된 개구 비율과 전기장 비율의 차이는 

전극의 주기가 줄어드는 순서로 각각 2.4%p, 3.0%p, 5.9%p, 

11.9%p로 계산되어, 전극의 주기가 줄어들수록 그 차이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태양 전지의 광 흡수층에서 전체 파장 대역의 

태양광에 대한 광 흡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generation rate

을 계산하였다. 그림 5는 전극의 주기에 따라 활성화 층의 

generation rate의 분포도와 그에 대한 분석 데이터이다. 

generation rate은 태양 전지의 활성화 층이 태양광을 받아 엑

시톤(electron-hole pair, EHP)이 형성된 양을 나타낸 값으로 

흡수된 모든 포톤(photon)이 엑시톤을 여기시킨다고 가정하

여 계산된 것으로, 광의 총 흡수량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

림 5(a)는 레퍼런스, 그림 5(b)는 에미터 전극의 주기가 20 

µm, 그림 5(c)는 10 µm, 그림 5(d)는 5 µm, 그림 5(e)는 2.5 

µm일 때 계산된 generation rate의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전기

장과 비슷하게 활성화 층 표면 상단부에서 엑시톤의 양이 가

장 많았고, 하단부로 갈수록 줄어들지만 그 비율이 전기장보

다는 작게 계산되었다. 또한 배치된 전극의 아래 부분의 포

톤 형성이 없거나 극소량이었으며, 빛의 진행 방향, 즉 활성

화 층의 깊이 방향(y축 방향)으로 전극 하부에서 전체적으로 

완벽히 shadowing이 되지 않는 경향도 전기장과 비슷했다.

그림 5(f)는 에미터 전극의 주기에 따른 generation rate의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극의 주기가 줄어들수록 엑

시톤의 형성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레퍼런스 소자

의 generation rate는 4.83 × 1026 m-3이며, 전극의 주기가 2.5 

µm일 때는 그 값이 레퍼런스 대비 약 68% 수준으로 감소하

여 3.28 × 1026 m-3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레퍼런스와 주기가 

줄어듦에 따라 generation rate의 평균값의 인접 데이터 간 차

이는 0.12 × 1026 m-3, 0.22 × 1026 m-3, 0.43 × 1026 m-3, 0.78 × 

1026 m-3로 감소가 더 빨라진다. 그림 5(g)는 광 흡수율(그림 

3(b))과 전기장 세기(그림 4(g))에서 비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구 비율과 generation rate의 비율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generation rate의 비율은 레퍼런스 대비 전극의 주기가 20 

µm일 때 97.5%, 10 µm일 때 93.0%, 5 µm일 때 84.1%, 2.5 

µm일 때 67.9%로 계산되었고, 역시 개구 비율 대비 높은 값

을 보인다. 계산된 개구 비율과 generation rate 비율의 차이

는 2.5%p, 3.0%p, 4.1%p, 7.9%p로 전극의 주기가 줄어들수

록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2(c)와 4(g), 5(g)를 비교했을 때 광 흡수율, 흡수층 내

의 전기장 총량과 EHP 생성 총량 모두 주기가 줄어들수록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은 비슷했다. 또한 활성층 전체 

영역에서 빛이 흡수될 수 있는 레퍼런스 소자와 비교하여, 

에미터 전극이 배치되어 광 차단부가 생길 경우 개구 비율 

대비 흡수량이 소량 크게 나타났고, 전극의 주기가 줄어들면

서 개구 비율과의 차이가 증가하는 현상도 동일하게 나타났

다. 전극의 주기가 5 µm에서 2.5 µm로 감소할 때 각 특성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특히 2.5 µm 주기 구조에서는, 레퍼런

스 소자 대비 광 흡수율은 약 67%, 500 nm 파장대역의 빛에 

대한 전기장은 약 72%, 총 광 흡수량을 의미하는 generation 

rate은 68% 수준으로, 비선형적인 감소 경향이 지수 함수

(exponential, ex)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약 1/e (~63%) 

만큼 감소하는 지점으로 보인다. 전극 주기가 2.5 µm보다 더 

작아져 개구 비율이 훨씬 작아질 경우, 광 흡수량은 개구 비

율 대비 더 큰 흡수량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광활성층 내의 

총 광 흡수량이 60% 미만으로 줄어들어 태양전지의 효율적 

성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FDTD 방법에서 계산된 EHP 생성 결과를 전기적 

특성(전류 밀도, 전력 밀도)로 전환하는 계산을 진행하였다. 

반도체의 자유 전하 밀도(density of free carriers) 모델 기반

의 drift-diffusion equation과 정전기장 포텐셜(electrostatic 

potential)을 설명하는 Poisson’s equation 기반의 시뮬레이션 

계산 기반의 시뮬레이터(DEVICE, Lumerical Inc. Canada)를 

이용했다. 전극의 주기(P1)만큼의 영역을 하나의 단위 태양 

전지로 지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에미터 전극 하

단부와 활성화 층 상단부의 경계면에 전극의 영역만큼 1 × 

1019 cm-3의 농도로 n 도핑 영역을 지정하였고, 활성화 층 하

단부와 베이스 전극의 경계면에 단위 태양 전지의 길이만큼 

2 × 1020 cm-3의 농도로 p 도핑 영역을 설정해주었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p-n junction을 형성함에 있어 에미터 혹은 back- 

surface-field 영역 한 쪽을 더 높은 농도로 도핑한 경우 전력

변환 효율이 높다는 것이 보고되었고, 이를 구현하는 측면에

서 공정성과 양산성을 고려햐여 n+ type 혹은 p+ type 등의 

구조가 적용되어왔다[25,26].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p 

도핑농도를 더 크게 잡아주었다. 이후 베이스 전극의 전압을 

0 V부터 0.7 V까지 0.02 V 간격으로 변화시켜 그에 따른 전

류를 계산하였다. 단, 이 경우 앞선 광학 계산과 다르게, 레

퍼런스 소자의 경우 전하 수집을 위한 에미터 전극 1개를 배

치하였고, 태양 전지의 단위 영역은 전극을 배치했을 때의 

가장 큰 주기와 동일한 20 µm로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진

행하였다.

그림 6은 베이스 전극의 인가 전압(Vbase)이 0 V부터 0.7 V

까지 변할 때 계산된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6(a)는 식 (1)로 계산된 전류 밀도(J)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mA/cm2) (1)

I는 전류를 의미하고 A는 전류가 흐른 활성화 층의 영역을 

의미한다. 그림 6은 베이스 전압이 0 V부터 0.7 V까지 변할 

때 계산된 전류 밀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태양전지 전압이 

0일 때의 전류밀도인 단락 전류(short-circuit current, JSC)는 

광 흡수로 생성된 전하와 관련된 전류값이므로, 이상적으로 

광생성 전류와 같다. 에미터 전극이 단독으로 있는 레퍼런스 

소자와 주기에 따라 배치한 소자의 경우 모두 전압이 증가함

에 따라 JSC와 같은 일정한 값을 유지한 후 특정 전압 이후

에서 전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여기서 주

기적인 전극 배치는 레퍼런스 소자 대비 전극의 수가 늘어나 

전하의 수집을 효율적으로 하여 JSC값이 더 커지게 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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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결과에서 전극 주기가 감소할수록 광 흡수량이 줄어들었

으므로 JSC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전극 주기가 20 µm와 10 µm인 소자는 레퍼런스에 비해 높

은 전류 밀도를 나타냈고, 5 µm일 때 그 값이 레퍼런스와 유

사했으며 2.5 µm일 때 레퍼런스 소자에 비해 낮은 수치가 

나왔다. 레퍼런스 소자의 전류 밀도는 1.62 × 102 mA/cm2, 전

극의 주기가 20 µm일 때 1.92 × 102 mA/cm2, 10 µm일 때 

1.88 × 102 mA/cm2, 5 µm일 때 1.7 × 102 mA/cm2, 2.5 µm일 

때 1.34 × 102 mA/cm2으로 계산되었다.

개방 전압(VOC)은 전류 밀도가 0이 되는 지점의 베이스 전

압으로 태양 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의미한다. 

전극 배치가 달라지면 태양전지의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류 흐름, 에미터 전극 자체의 저항 등 태양전지의 직렬저

항 성분에 변화가 생긴다. 그 결과 VOC 근처에서의 전류-전

압 곡선에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VOC는 전극 주기가 

10 µm일 때 0.605 V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주기가 더 작아

질수록 VOC가 작아져 5 µm일 때 0.588, 2.5 µm일 때 0.566

으로 나타났다. 전극의 주기가 20 µm일 때에는 VOC는 0.580 

V로 레퍼런스 경우의 0.582 V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그림 6(b)는 베이스 전압이 0 V부터 0.7 V까지 변할 때 계

산된 전력 밀도(P)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극의 유무에 상

관없이 베이스 전압이 증가할 때 전력 밀도가 증가하고 베이

스 전압이 약 0.5 V일 때 최댓값을 가진다. 이후 전압에서는 

전력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전력 밀도(P)는 

식 (2)로 계산된다.

 ×


 (mW/cm2) (2)

전력 밀도의 최댓값은 레퍼런스 소자의 경우 약 7.77 

mW/cm2, 전극의 주기가 20 µm일 때 9.36 mW/cm2, 10 µm

일 때 약 9.43 mW/cm2, 5 µm일 때 8.22 mW/cm2, 2.5 µm일 

때 6.22 mW/cm2가 나왔다.

전극의 면적이 늘어날수록 전하의 수집율이 높아져 전류밀

도 및 JSC가 커지지만, 개구 비율이 줄어듦에 따라 광 흡수량

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성되는 전하량이 줄어들어 JSC와 전력

값이 작아진다. 또한 에미터 전극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태

양전지의 저항성분이 변화하는데 이는 VOC 조건에서의 전류-

전압 특성에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전력 밀도에도 변화

가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1 µm의 폭을 가지는 전극을 주기

적으로 배열하여 개구부가 전체 면적의 95~60%가 되는 범

위에서 전극 면적에 대한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 범위 내에서는 전극 면적이 늘어나 그 주기가 10 µm (개

구 비율이 90%)일 때 전력 밀도가 최댓값을 보였으며 이는 

레퍼런스 소자와 비교하여 약 20% 향상된 값이다. 주기가 

줄어들수록 전류 및 전력 밀도가 작아져 주기가 줄어들어 

2.5 µm일 때는 오히려 약 21% 수준만큼 감소했다.

I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태양전지 중 가장 단순한 형태의 평면 무기 

태양 전지의 에미터 전극 배치를 통해 설계 변수에 따른 광

학적 특성과 전기적 특성 간의 최적 조건을 찾는 구조를 도

출하였다. 에미터 전극이 없는 레퍼런스 소자와 전극의 주기

를 최대 20 µm에서 최소 2.5 µm까지 조절하여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였다. 광학적 특성인 광 흡수율, 전기장, generation 

rate 모두 주기가 줄어들수록 계산된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경향성은 전극 배치에 따른 개구부의 비율과 

유사한 값을 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개구 비율 대비 높은 값

을 보였으며 전극의 주기가 줄어들수록, 다시 말해 개구 비

율이 낮은 조건일수록 개구 비율과 광 흡수량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 개구 비율보다 더 많은 양의 광을 흡수할 수 있

음을 보였다. 하지만 개구부가 줄어들수록 절대적인 광흡수

량이 줄어듦으로 인해 전기 생성 측면에서 확인한 전류 밀도

와 전력 밀도가 작아진다. 또한 전극 배치로 인한 태양전지

의 저항성분의 변화로 VOC값과 그 주변 조건에서의 J-Vbase 

곡선의 형태가 변한다. 이러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구부가 약 90%인 구조에서 최대 전력 밀도를 얻을 수 있

었다. 본 연구 결과는 태양전지에서 광전효과로 발생한 전하

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에미터 전극 설계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태양전지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상용화하는 데 좋

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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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alculated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suggested solar 

cells: (a) current density and (b) power density according to the 

base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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