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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1.1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개요
태양전지 시장의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crystalline silicon (결정질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박막태양전지

분야에서

copper-indium-gallium-selenide (CIGS), cadmium-telluride (CdTe) 및 실리콘
이 약 10%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실리콘 박막태양전지는 소재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독성 등의 환경적
이슈가 없으며 휘어지지 않는 기판이나 휠 수 있는 flexible (플렉서블) 기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실리콘 박막의 매우 균일한 외관 색깔은 건물 등에
의 응용에도 적절하다. 또한 레이저를 통해서 실리콘 박막은 매우 쉽게 패터닝을
진행할 수 있고 투명도도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비
하여 박막형 태양전지의 매우 적은 재료 소비를 통해서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고,
면적 조절이 자유로워 소면적으로 생산하여 최근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기기 및 플렉서블 기기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대면적으로도 제작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실리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경제성이
약화되었고 결정적인 단점은 변환효율이 낮다는 점인데, 모듈 효율 기준으로 결정
질 실리콘은 15-21%를 보이는 반면, 실리콘 박막태양전지는 7-10%의 효율을 보
이고 있다.

그림 1-1. 5세대 (1.1 × 1.3 m2) 비정질실리콘 태양전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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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박막태양전지는 amorphous silicon (a-Si:H, 비정질 실리콘)과 microor nano-crystalline silicon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통해 광흡수층을 구성하고
p-i-n 혹은 n-i-p 형태의 소자를 구현하게 된다.
비정질의 경우, 특유의 실리콘 원자들의 불규칙한 주기적 배열 때문에 결정질
실리콘 대비 결함이 많다. 이는 장시간 빛이 조사되는 환경에서 특성이 열화가 되
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널리 알려진 바 Stabler-Wronski 효과이다. 비정질 실리콘
의 이러한 열화 현상에 대비하여, 비정질 실리콘 네트워크 내부에 대략 30 nm
이하의 결정들이 부분적으로 섞여서 존재하는 미세결정 실리콘 (그림 1-2) 박막의
경우는 위의 열화 현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복잡
한 구조의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은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되고 있지
않으며 박막의 증착 파라미터나 기판의 특성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 미세결정 실리콘의 구조
기술적인 연구에서 또 하나의 큰 흐름은 박막 태양전지는 이미 다른 태양전지에
비해서 매우 얇지만, 더욱 박막화를 꾀한다는 점이다.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의 경우
는 다량의 hydrogen (수소)를 희석하여 플라즈마를 통해 증착을 진행하게 되는데
높은 수소 희석으로 인하여 증착률이 비정질 실리콘 대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박막의 두께를 더욱 얇게 하여 소자를 제작할 경우 증착 시간과 태양전지
생산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비정질 실리콘의 경우에는 얇게 제작
할수록 박막 내부의 결함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특성의 열화 현상인
Stabler-Wronski 효과를 더 피해갈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실리콘 박막 대비하여 doping (도핑)된 실리콘 박막의 경우는 도
핑에 따른 박막 내부의 결함 밀도가 증가하면서 캐리어 수명 특성 열화 등의 전기
적 특성이 더 나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도핑된 박막을 광흡수층으로 이용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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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는 반면, 도핑하지 않은 실리콘 intrinsic (진성) 소재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minority carrier lifetime (소수 캐리어 수명)을 갖기 때문에 광흡수층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태양전지의 경우는 주로 p-n 접합을 이용하지만, 상대
적으로 낮은 소수 캐리어 수명을 갖는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경우는 p-i-n 구조
를 이용하고, 소자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걸리는 전계 효과에 의해서 발생된 캐리어
를 수집한다.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및 모듈은 구조 측면에서 p-i-n [그림 1-3. (a)] 및
n-i-p [그림 1-3. (b)]형태의 두 가지로 제작할 수 있다. Superstrate이라고 불리
는 p-i-n 구조는 기판 위에 p-i-n 형태의 박막이 제작된 구조에서 빛이 기판 (보
통 유리)으로 입사하는 구조이다. 반대로 substrate 구조는 기판 위에 n-i-p 형태
로 제작되고 빛이 p 층을 통해 입사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빛이 p 층으로 입사하
게 되는데 이는 정공의 이동도가 낮기 때문이다.
Superstrate 구조의 기판 소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리 기판이 주로 이용되지만,
substrate 구조의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 (stainless steel) 및 PEN (polyethylene
naphthalate), polyimide의 플렉서블 foil 도 이용된다. 위의 폴리머 기판들은
roll-to-roll (R2R) 공정을 통해서 플렉서블 태양전지의 제작에 응용될 수 있다.
플렉서블 태양전지는 특유의 가벼운 특성을 통해서 일반 건물 및 곡면 형태를 갖는
외벽이나 창문에도 응용될 수 있다.

(a)

(b)

그림 1-3. (a) p-i-n 형과 (b) n-i-p 형의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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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개발 현황
최근의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연구개발은 2개 이상의 단일 구조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를 직렬연결로 적층하여 2중 구조, 3중 구조에서 더 나아가 4중 구조까지
적층을 통해서 더 높은 개방전압을 얻으면서 더 넓은 태양광 스펙트럼 흡수를 통한
고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중 구조는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와 미세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는 micromorph 적층형 태양전지가 가장 대표적인
데, 높은 밴드갭(~1.7 eV)을 갖는 비정질 실리콘이 상부에 위치하면서 단파장을
흡수하고, 낮은 밴드갭(~1.1 eV)을 갖는 미세결정 실리콘이 하부에 위치하면서 장
파장을 흡수하는 형태가 된다. 3중 구조는 보통 위의 micromorph 태양전지의 상부
와 하부전지 사이에 중간 수준의 밴드갭 (~1.5 eV)을 갖는 비정질 실리콘 게르마
늄(a-SiGe:H)를 활용하며, 광열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a-SiGe:H 대신에 미세결
정 실리콘을 중간부 전지와 하부전지에 중복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투명전도막)은 태양전지 소자 내에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는데 광투과율이 높고 전기적 전도도가 높아야 하며, 주로 SnO2, ZnO,
ITO 등의 소재가 이용된다. 투명전도막은 소자의 전면부에서 window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후면부에서 금속 컨택에서의 plasmonic resonance에 의한 장파장 대역의
흡수 손실을 막기 위해 이용되며 후면부 계면에서의 반사도를 더 높여줄 수 있다.
또한 고효율화를 위해서는 입사광을 손실없이 광흡수층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따라서 투명전도막 자체에서의 광흡수에 의한 광손실을 줄이는 연구는 최근 소재
및 공정 부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빛의 산란 극대화를 통한
광흡수층으로의 광경로를 넓히면서 광포집을 극대화하는 기술은 매우 폭넓게 연구
되어 왔는데, 광산란도 극대화를 위해 표면의 거칠기를 키우면서 그 위에 성장하는
실리콘 박막이 결함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표면 처리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
되어 오고 있다. 그림 2-4, 2-5와 같이 거칠기가 높은 V 모양의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중착하여 결함 밀도를 줄이는 연구가 활발하다.
Intermediate reflector layer (중간 반사층)은 일반적으로 비정질 실리콘 상부 전
지와 미세결정 실리콘 하부 전지가 이루는 계면에 위치한다. ZnO 계열의 투명전도
막이 여기에도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주로 SiOx (실리콘 산화막) 의 소재를 이용
하여 굴절률이 600 nm 파장대역에서 1.7-2.0 수준으로 구현하고, 실리콘의
3.5-4.5 대비하여 매우 낮은 특성을 갖는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 단파장 대역의 빛을 중간층에서 상부 전지로 반사시켜 주면서 상부에서의
광전류 발생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상부의 광흡수층 두께 감소에 도움이 된다.
이 중간층은 전기적으로 충분히 전도성을 지녀야 하고 광투과율도 우수해야 하는
데, 하부층으로 전달되는 빛이 중간층에서 자체적인 광흡수 손실의 발생 최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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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중간층에 비대칭 표면 구조를 도입하여 빛의 효율
적 이용과 광흡수층 증착 과정을 최적화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

그림 1-4. 실리콘 박막의 결함 없는 성장을 위한 전면 투명전극의 표면 구조

출처 : M. Boccard et al., Sol. Energ. Mater. Sol. C. 2013, 119, 12
그림 1-5. Micromorph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결함 억제를 위한 Lacquer 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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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박막은 소재의 밴드갭 조절을 통한 적정 조합으로 적층형 소자 구현에
적합하게 구현할 수 있다. 사실상

III-V

계열의 반도체를 이용하는 여타 태양전지

경우도 밴드갭 조합으로 태양광 흡수 파장 대역을 확장하여 고효율을 달성하는 방
법을 이용한다. 한편, 박막 실리콘의 경우는 적층 구조의 구현을 통해서 비정질
실리콘 박막의 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고 결함 밀도의 감소에 따라서 광열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적층 구조는 단일 구조 태양전지의 직렬 연결을
통해서

open

부의 매칭된

circuit
short

voltage

circuit

의 저항이 감소하므로

fill

개방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부/하

(

단락전류)가 단일 접합 대비 감소하여 전극에서

current
factor

(

곡선 인자)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특성

(

으로부터 적층 구조에서는 전기적 저항성분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허용하면서
광투과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투명전도막의

trade-off

관계를 소자에 맞게 이용하

여 전체적인 소자 특성의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

출처 : Soohyun Kim et al., Sol. Energ. Mater. Sol. C. 2013, 119, 26
그림 1-6. 국내 LG전자에서 기록한 최고 효율을 갖는 a-Si:H/μc-Si:H/μc-Si:H
3중 구조 적층형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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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진 연구그룹들에서는 변환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
다. 아래의 표에서는 공인인증 변환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단일 접합 소자와 적층형
구조를 갖는 소자의 효율을 함께 보여준다.
가장 고효율을 내는 소자의 경우는 그림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의 LG
전자에서 개발한 태양전지이며, a-Si:H/μc-Si:H/μc-Si:H 3중 구조 적층형 소자
(소면적)로 13.4%의 안정화 효율을 기록하고 있다. TEL Solar AG에서는 2중 구조
적층형 소자로 1.4 m2의 대면적 모듈에서 12.2%의 고효율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서 소면적 태양전지(~1 cm2)와 대면적 모듈 (~1m2) 사이의 간극을 줄이
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 나와 있는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모듈은 약 10% 수준이며
NexPower, Kaneka, Sharp, Hanergy 등에서 유리 기판을 기초로 제작하고 있다.
플렉서블 모듈의 경우 비정질 실리콘은 7% 수준에서, 2중 구조 적층형 타입은
10%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모듈 가격이 낮아지고 있
기 때문에 경제성을 감안한 시장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지고 있으며, 실리콘 박
막태양전지는 고효율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생산 비용이 대략적으로 0.4
$/Wp 수준은 되어야 경쟁력이 생겨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및 모듈의 공인인증 최고 효율
면적
공인인증

소자 구조

a-Si:H
μc-Si:H
a-Si:H/μc-Si:H
a-Si:H/μc-Si:H
a-Si:H/μc-Si:H/μc-Si:H
a-Si:H/a-SiGe:H/μc-Si:H
a-Si:H/a-SiGe:H/μc-Si:H

(cm2)
1.001
1.045
1.001
14322
1.006
399.8
14305

안정화효율(%)
10.2
11.4
12.6
12.2
13.4
12.0
10.9

기관

AIST
AIST
EPFL
TEL Solar AG
LG 전자
United Solar
LG 전자

출처 : F. Meillaud et al., Mater. Today 2015, 18, 378
표 1-1. 고효율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및 모듈의 공식인증 결과
효율 측면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광흡수층에서의 혁신적인
개선과 소자 구조의 최적화 연구가 더욱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면적 소자(~1
2

cm )에서 12.6%의 효율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개발된 기술들을 모두 적용하여 안
정화 효율 기준으로 14%에 가까운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합 수를 늘려서 3중 혹은 4중으로 가면서 1-2% 수준의 절대 효율을 더 증가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United Solar 에서는 a-Si:H/a-SiGe:H/μc-Si:H
소자 구조를 통해서 초기 효율 기준으로 16.3 %를 달성한 바가 있고, 4중 접합
태양전지로 최대 초기 효율이 19.8%가 가능하다는 최근의 보고도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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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고효율화 기술동향
2.1 광흡수층 (absorber) 품질 향상 기술
2.1.1 광흡수층의 고밀도 및 고품질화
실리콘 박막을 형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기상증착
방법이다. 보통 SiH4 와 H2 가스를 이용하여 교류 신호를 이용해 플라즈마를 방전
하게 되고 13.56MHz의 주파수를 갖는 RF (radio frequency)를 이용하거나 그 이
상의 VHF (very high frequency)를 이용하여 (보통 60-100 MHz) 빠른 SiH4 분
해를 통해 증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비정질 실리콘 박막 혹은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은 PECVD 시스템의 동일한 챔버
내에서도 모두 제작이 가능한데, 증착 조건(SiH4/H2 비율, 온도, 압력, 파워 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박막이 성장이 시작되는 표면의 결정성이나 표면
형상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소자 전면부의 투명전도막은 보통 식각되어 rough
한 표면 형상을 갖는데 거칠기가 매우 높을 경우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뿐만 아니라
비정질의 경우에도 박막 성장 시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결함이 생길 수 있다.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의 결정화도는 Raman 측정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고, 일반
적으로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광흡수층으로 적절한 결정화도는 약 60%
로 알려져 있다. 반면 최근 SiH4 대신 SiF4 가스를 사용하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
는데, 이를 통해 결정화도를 90%까지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비정질 실리콘에서 미세결정 실리콘으로의 상변화는 광흡수층의 밴드갭을 변화시
키는 효과도 있는데 약 1.7-1.75 eV에서 1.1-1.2 eV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소재와의 alloy 형성을 통해서 밴드갭 에너지를 낮출 수도 있다. 예로 Ge과
비정질 실리콘의 alloy 형성으로 약 1.5 eV의 밴드갭 에너지를 갖는 a-SiGe:H 박
막을 제작할 수 있고, 이는 1.7 eV 와 1.1 eV의 사이에서 중간 흡수층으로 쓰이면
서 3중 구조 적층형 태양전지의 구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결정화도 향상을 통해서 밴드갭 에너지를 낮춤에 따라서 적외선 영역의 흡수에
더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비정질에서 결정질로 물질의 상이 변화하면서 직접천이형
반도체 특성이 간접천이형 반도체 특성으로 변화한다. 이는 광흡수 특성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하고 충분한 단락전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1-3 μm 수준의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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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정질 실리콘 박막 두께의 대략 10배 수준인데, 미세결정 실리콘은 박막의
증착률도 비정질 대비 매우 낮은 수준(약 0.5 nm/s)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파워 및 공정 압력을 증가시켜
증착률의 향상을 꾀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국부적인 플라즈마 집중 기술을 통해서 2.4 nm/s 의 높은 증착률을 통해
1.43 m2의 대면적으로 제작한 비정질/미세결정 2중 구조 적층 태양전지 모듈이
10%의 효율을 기록한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미세결정 실리콘 광흡수층의 특성은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인데, 박막의 증착 조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박막 성장이
시작되는 기판의 표면 형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광산란도 (light scattering)특성을 극대화하여 한정된 박막 두께 내에서
texture 과정이 진행된 거칠기가 높은 V 모양의 표면 조직을 갖는 기판이 주로 이
용되는데, V자 계곡 모양의 표면에서 박막이 성장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결함
영역이 발생하면서 shunt 저항의 감소와 더불어 개방전압과 곡선인자의 감소에 따
른 전력변환효율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스위스의 EPFL에서는 LP-CVD (Low pressure CVD)를
이용한 자연적인 V 계곡 모양의 형태를 갖는 ZnO를 기초로 후속 플라즈마 식각 공
정을 통해서 뾰족했던 초기의 표면을 ‘U’형태로 부드럽게 만드는 공정방법을 제안
하였다. 이는 표면 거칠기의 감소로 광산란도의 손실을 가져오지만, 뾰족한 표면으
로부터 발생되는 결함의 밀도를 감소시켜 개방전압 및 곡선인자 값의 상대적인 향
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변환효율의 증가를 추구하였다.
아래 그림 2-1을 보면, 표면의 거칠기 차이에 따라서 ZnO 투명전극위에서 성장
한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증착률을 변수로 전자주사현미경 측정의 단면도를 보여
주고 있다. 부드러운 표면을 갖는 ZnO에서 성장한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은 증착률
의 변화에도 고밀도의 박막을 보여주고 있으나, 거칠기가 큰 ZnO에서 성장한 박막
의 경우는 검은색 수직형의 크랙이 발생한 것이 관찰되며, 증착률이 높은 경우
공극이 많고 크랙 등이 더욱 크게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 성장에서의 기판 표면 특성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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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 Meillaud et al., Mater. Today 2015, 18, 378
그림 2-1. ZnO 표면 상태에 따른 미세결정 실리콘의 증착률 변화를 통한 성장 단면

2.1.2 SiF4 가스 전구체 효과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광전류 향상을 위해서 거칠기가 큰 기판을 사
용하면 단락전류는 증가하나, 박막 내부의 결함 밀도의 상승으로 개방전압이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대로, 표면을 부드럽게 하는 공정 및 기판을 통해서 제작
된 태양전지는 결함 밀도의 감소로 높은 개방전압을 얻을 수 있으나 광산란도의 감
소로 인하여 단락전류가 감소한다. 이러한 trade-off 관계 속에서 최근 SiF4 가스
전구체 (precursor) 효과를 이용하여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성장시키는 흥미로운
연구가 최근 발표된 바 있다.
SiF4 가스 전구체는 실리콘 박막의 제작을 위해서 1970년대에 시도된 적이 있지
만, 최근 일반적인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의 제조 과정에서 미량의 SiF4 가스를 희
석하게 되면 기존의 SiH4 가스를 사용하는 미세결정 실리콘의 최대 결정화도
(80-85%)에 비하여 더 높은 9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라즈마
상태에서부터 나노결정이 형성이 되고 비정질 실리콘의 네트워크를 끊는 프로세스
가 강화되면서 더 높은 결정성을 얻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플루오르화된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은 아래 그림 2-2와
같으며 매우 크게 성장된 원주 형태의 나노결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화도는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결함 역시 다양하게 성장되면서 공극
이 많은 영역도 형성되었고 이는 단일 접합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에서는
개방전압의 감소를 불러오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높은 결정화도를 갖는 박막으로도
0.5 V 이상의 개방전압 및 9% 수준의 변환효율이 보고되어 개방전압 측면에서도
수긍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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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 Hanni, Microcrystalline Silicon for High-Efficiency Thin-Film
Photovoltaic Devices, PhD thesis, EPFL, 2014.
그림2-2. SiF4 전구체를 이용한 미세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투과전자현미경 사
진
반면 광전류 관점에서는 SiF4 가스를 사용하여 제조한 박막태양전지가 더욱 우세
한 측면에 있는데 바로 높은 결정화도와 큰 결정 사이즈를 통해서 적외선 대역의
광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2-3과 같이, 비정질/미세결정 2중

구조 적층형 소자에서 상부 비정

질 쪽에서의 양자효율은 유사하나 하부의 미세결정 부분에서는 SiF4 가스를 이용하
면서 적외선 대역에서 가시적인 성능 향상이 검증되었다. 단락전류의 절대적 상승
치가 1.1 mA/cm2에 달하면서 전체 실리콘 박막의 두께가 3.5 μm 이내에서 전체
2

발생된 단락전류가 31.9 mA/cm 까지 최대로 발생됨이 보고된 바 있다. SiF4 가스
전구체를 이용한 적외선 대역에서의 광흡수의 향상은 단일접합 뿐만 아니라 미세결
정 실리콘을 포함하는 적층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효율 향상 관점에서 실질적인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고효율 적층형 소자에서 응용되기
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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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 Meillaud et al., Mater. Today 2015, 18, 378
그림 2-3. SiF4 전구체를 이용한 미세결정 실리콘의 장파장 대역 광흡수 향상

2.1.3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 안정화 효율의 향상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단파장을 주로 흡수하면서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고효율화에 기여하는 핵심 소재 및 소자 기술이지만, 광열화 현상을 동반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소재와 공정 부분에서 여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소재 부분에서는 미세결정 실리콘이 상대적으로 광열화 현상에 대해서 자유
롭기 때문에 비정질과 미세결정의 중간 성격을 갖는 protocrystalline silicon,
polymorphous silicon을 이용한 광열화 감소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증착 환경
관점에서 (1) 저압에서 낮은 수소희석으로 VHF를 이용한 비정질 실리콘의 제작,
(2) 기존의 diode 방식이 아닌 triode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이 시도되었다.
최근 일본의 AIST 연구진은 triode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활용하여 비정질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광열화 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기술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아래의 그림 2-4와 같이, triode 전극 구성을 통해서 플라즈마 글로 방전이 공간
적으로 박막이 성장되는 기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구성한다. 이를 통한 비정
질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제작 시에 수명이 짧은 radical 들 (SiH2, 혹은 이보다
높은 Silane radical) 이 비정질 실리콘에 혼합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긴 수명을 갖
는 SiH3 등의 radical 들이 주로 박막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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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Triode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 방식의 일반적인 플라즈마 글로 방전
실제로 그림 2-5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측정 결과를 보면 Si-H2의 stretched
mode가 0.7%로 diode 방식의 2.1% 대비 더 낮은 결합 밀도를 보였고, 이는 더욱
밀도 높은 박막구조를 갖는 단서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5.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측정을 통한 수소화된 실리콘의 stretching mod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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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의 실제 태양전지 특성 결과에서 보면, 제작된 비정질 실리콘 박막태양
전지는 빛을 조사하는 광열화 테스트에서도 기존의 diode 방식 대비 triode 방식이
월등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곡선인자 (FF)의 감소로 효율이 저하되는
기존의 열화 현상으로부터, 곡선인자 값의 열화 폭이 매우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흡수층의 두께가 일반적인 단일 접합 구조 수준인 250 nm 에서 400 nm
까지 증가해도 그 효과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안정화 효율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기술 및 결과가 된다.

출처 : Takuya Matsui et al., Prog. Photovoltaics 2013, 21, 1363
그림 2-6. Triode 와 diode 방식의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제작된
비정질실리콘 태양전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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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반사손실 저감 기술
적층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은 광흡수층에서 고밀도, 고품질 특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빛을 최대한 광흡수층 내부로 보내서 흡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광포집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반사방지 기술
(2) 광산란도 극대화 기술 (texture effect)

2.2.1 반사방지 기술
태양광이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에 입사할 때, 광흡수층에 도달하여 광흡수에 기여
하기 전에 여러 이종 물질들이 이루는 계면에서 빛이 반사되어 광흡수에 기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 그림 2-7과 같이, air/glass 계면, glass/TCO 계면, TCO/p층
계면이 대표적인 반사 발생 계면이 된다. 이 계면에서의 반사도를 감소시키는 것만
으로도 태양전지의 기존 광흡수층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효율 향상을 이룰 수 있다.

그림 2-7. p-i-n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전면 계면에서의 입사광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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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Air/glass 계면의 반사방지 기술 : porous SiO2 반사방지막 코팅
Air/glass 계면의 반사방지는 반사방지막 코팅 (ARC, anti-reflection coating)을
계면에 추가하여 반사되어 오는 빛에 상쇄 간섭을 만들어 반사를 감소시키는 기술
이다.
C. Ballif et al. 은 그림 2-8과 같이 porous SiO2 소재를 이용하여 air 와 glass
사이의 계면에서의 반사도를 줄이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Porous SiO2 박막은
굴절률이 1.1~1.5 수준에서 제작될 수 있어서 air (굴절률=1)와 glass(굴절
률~1.5) 사이에서 발생하는 4 %의 반사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팀은 dip 코팅 방식을 이용하여 유리 기판의 양면에 porous SiO2 소재를 코
팅하였고 약 630 oC의 열처리를 통해서 완성하는데, 반사방지막의 두께는 약 130
nm 이고 굴절률은 1.27 을 갖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2-8을 보면 기본적으로 태양
광 응용을 위해 저철분 유리기판을 사용하는데, porous SiO2 소재가 적용된 저철분
유리기판은 (low iron AR glass) 반사방지막이 없는 기판 대비하여 전 파장대역에
서 더 높은 광투과율을 보여주며 태양광 스펙트럼이 강한 500-600 nm 구간에서
매우 높은 투과율을 달성하였다.

출처: C. Ballif et al., Sol. Energy Mater. Sol. C. 2004, 82, 331
그림 2-8. 반사 방지막 코팅 유무에 따른 유리 기판의 광학적 투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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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Air/glass 계면의 반사방지 기술: MgF2 반사방지막 기술
위의 porous SiO2 소재 이외에도, 굴절률이 1.37 수준을 갖는 MgF2 소재를
air/glass 계면에 반사방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다.
먼저 공정 자체도 스퍼터링, evaporation 등의 기존 태양전지 제작 공정을 이용해
서 제작할 수 있으며 약 80-90 nm 두께로 유리기판에 제작할 수 있다. 이 MgF2
/glass 구조는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뿐만 아니라 유사 구조를
갖는 태양전지 및 광전자 소자에서도 유리기판과 air 사이의 반사도를 감소시키는
데에 응용될 수 있다.
아래는

비정질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에서

MgF2

박막을

전면부에

적용하여

태양전지의 반사도와 양자효율을 얻은 결과이다. 그림 2-9에서 보는 것처럼 MgF2
를 적용할 경우, 전 파장 대역에서 태양전지의 반사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빛을 소자 내로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다. 양자효율 곡선을 보면 비정질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광흡수 대역에서 실질적인 광흡수의 향상이 확인되면서
반사도의 감소 효과가 소자의 광흡수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림 2-9. MgF2 반사방지막 적용에 따른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반사도 감소
및 그에 따른 양자효율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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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Air/glass 계면 반사방지 기술: 표면 텍스처 이용 반사방지 기술
반사방지를 위한 굴절률 매칭 기능을 하는 박막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표면
텍스처를 이용하여 유리 기판 표면에서 광산란 현상을 일으켜 빛의 경로를 여러
방면으로 길게 만들어 광투과율을 높일 수 있다.
스위스 EPFL의 Jordi Escarré et al.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반사방지를
위한 웨이퍼 텍스쳐 형상을 imprinting 방식을 이용하여 박막태양전지의 유리 기판
에 적용하고, 소재는 굴절률이 1.51 정도로 유리 기판과 유사함을 이용하였다. 이
공정을 통해서 형성된 air/glass 계면의 텍스쳐 형상이 그림 2-10과 같으며, 비정
질/미세결정 실리콘 적층형 박막태양전지를 제작했을 때, 그림 2-11과 같이 상부
와 하부 태양전지의 양자효율이 각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전류가 약 5%의 향상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림 2-10. 유리기판 위에 UV Imprinting 방식으로 제작된 피라미드 형태의 표면

출처: Jordi Escarré et al., Sol. Energ. Mater. Sol. C. 2012, 98, 185
그림 2-11. 피라미트 형태의 표면 텍스쳐 적용을 통한 양자 효율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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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Glass/TCO 계면의 반사방지 기술
2.2.2.1 산화알루미늄 (Al2O3) 반사방지막 도입
앞서 air/glass 계면에서 반사처럼, glass(굴절률~1.5)와 TCO(굴절률 1.9-2.0)
계면에서도 반사가 발생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산화알루미늄(Al2O3)을 계면에
적용한 기술이 보고되었다. 산화알루미늄은 기존의 ZnO 계열의 TCO 증착 방법과
같이 스퍼터링 공정을 통해서 연속 공정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며, 소재 특성 측면에서 굴절률이 1.69 정도로 굴절률 매칭에 적합하다. 또한 이
계면은 전기전도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산화알루미늄의 부도체 특성이 소자 구
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래의 그림 2-12는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약 40 nm 수준의 두께를 갖는 산화알루미늄을 Glass/TCO 계면에 적용한 개략도이
다. 그림 2-13은 이렇게 제작된 박막태양전지의 반사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 파장 대역에서 태양전지의 반사도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그림 2-14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전지의 양자효율 곡선에서도 광흡수의 증
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계면에서의 반사방지 기술도 태양전지의 변
환효율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2-12. 산화알루미늄을 glass/TCO 계면에 적용한 구조 (좌측은 기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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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산화알루미늄을 반사방지막으로 적용 시의 태양전지의 반사도 변화

출처: Dong-Won Kang et al. Sol. Energ. Mater. Sol. C. 2012, 101, 22
그림 2-14. 산화알루미늄 반사방지막이 적용된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양자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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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TCO/실리콘 계면의 반사방지 기술
TCO(굴절률 1.9-2.0)와 실리콘(굴절률 3.5-4.0)이 이루는 계면에서의 입사광의
반사 손실은 앞서 air/glass, glass/TCO 계면에서의 그것보다 큰데, 굴절률의 차이
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06년에 일본 동경공업대학의 Fukuyabashi et al.은
TiO2 (굴절률 2.4-2.7) 박막을 제안하였다.[그림2-15 좌측]
TiO2 박막은 후속

공정인 실리콘 박막이 수반하는 수소플라즈마에 취약하여

ZnO 계열의 얇은 보호막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보호막을 적용하면서 반사 손실
이 다시 약간 증가하는 단점을 내재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 기존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적인 반사방지막으로서 제안된 GaN 박막은
수소프라즈마에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며 TiO2 박막보다는 약간 낮지만, 기존의
산화물 소재 대비하여 높은 굴절률을 갖는 특성으로 TCO/실리콘 계면에 반사방지
막으로 적용되었다. [그림 2-15 우측]
이 연구에서는 GaN을 여타 TCO 소재의 증착에 이용되는 스퍼터링 공정을 이용
해 제작하여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였다. 박막 특성은 TiO2 박막 대비 약간 낮은
굴절률(2.28)을 가지면서 그림 2-16에서 보듯이 태양전지의 반사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에서는 약간 부족한 특성을 보였지만, 기존의 TiO2 박막보다 월등히 우수한
전기 전도도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2-15.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에서 (좌)기존의 TiO2/ZnO
반사방지막과 (우) GaN 반사방지막을 제안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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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반사방지막 적용에 따른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반사도
측정결과
이를 통하여 반사방지 효과와 더불어 개방전압 및 곡선인자에서도 더 나은 결과
를 얻었으며 새롭게 제안된 GaN 반사방지막은 그림 2-17과 같이 기존 결과 대비
더 나은 효율(8.81 %)이 달성 되었다. 또한 전자 소자의 제작 공정에서 1 step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공정 시간 및 비용의 절감 또한 가능한 장점이 있는 기술이
다.

출처: Dong-Won Kang et al. Sol. Energ. Mater. Sol. C. 2012, 105, 317
그림 2-17. 반사방지막 적용에 따른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양자효율
곡선 및 성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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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산란도 극대화 기술 (texture effect)
2.3.1 TCO 텍스쳐의 morphology 개선
높은 광산란도를 위한 2중 텍스쳐 (유리 기판 + ZnO:B)
미세결정 실리콘은 낮은 밴드갭을 가지면서 적외선 영역 대역의 장파장을 흡수할
수 있으나, 비정질 실리콘 대비 광흡수 계수가 낮아서 충분한 광흡수를 위해서는
비정질 대비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한다.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의 두께 증가는
증착 시간의 증가, 생산성 저하 및 플라즈마 장비 유지/보수에도 부담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두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도 광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광산란도의 극대화를 통해 빛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
다.
광산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인

TCO

ZnO

는 것이 아니라, 하부의 유리 기판도 텍스쳐를 진행하여
도를 극대화하는 연구가

2010

만을 텍스쳐 공정을 진행하
2

중 텍스쳐를 통해 광산란

년부터 진행된 바 있다.

그림 2-18은 A. Hongsingthong, et. al 이 2010년에 발표한 연구 내용으로서,
먼저 유리기판을 CF4 base의 가스를 이용한 Reactive ion etching (RIE) 방식으로
식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이 텍스쳐된 표면을 갖는 유리 기판
상부에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방식을 통하여 자연적
으로 텍스쳐 morphology를 갖는 ZnO:B를 증착한다. 2 micron 이상의 큰 형태를
갖는 텍스쳐를 RIE를 통해서 구현하고, 그 이후에 텍스쳐 형상을 갖는 ZnO:B를
증착하면서 2중 텍스쳐를 구현할 수 있고 이는 유리 기판에 입사하는 빛의 산란도
를 더욱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2-18. 유리 기판과 ZnO:B를 통한 2중 텍스쳐 공정과 그 표면 구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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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RIE 방식으로 식각한 유리 기판의 식각 시간에 따른 표면 구조

그림 2-19는 RIE 방식으로 식각한 유리 기판의 식각 시간에 따른 표면 구조를 보
여주며, 식각 시간을 10분에서 40분까지 증가시킬 때, 유리 기판 표면의 거칠기
(RMS roughness)가 175 nm 수준에서 310 nm 까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2-20과 같이, 식각된 유리 기판 위에 ZnO:B TCO를 코팅한 기판의 표면
구조를 보면, 1.5 micron 가량의 ZnO:B 가 증착되면서 전체적인 거칠기는 이전의
유리 기판의 그것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면 구조는 큰 형
상을 갖는 텍스쳐 (유리 기판)와 작은 형상을 갖는 ZnO:B 텍스쳐가 함께 진행되면
서 기존의 ZnO:B 가 가지고 있는 피라미드 모양의 형상에서 꽃양배추 모양의
다중 텍스쳐 형상을 갖는 형태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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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swin Hongsingthong, et al. Appl. Phys. Exp. 2010, 3, 051102

그림 2-20. 유리 기판의 RIE 식각 시간에 따른 ZnO:B 코팅된 기판 표면
구조 분석
이러한 다중 텍스쳐 구조로 개발된 기판은 그림 2-21과 같은 광학적 특성을 보
여주고 있다. 위 그림의 광투과도에서는 전 파장 대역에서 80% 이상의 투과율을
보이면서 투과도에서의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으며, 반사도에서는 유리 기판의
식각이 진행된 경우가 반사도가 약간 낮게 나타나면서, 투과율/반사율 측면에서는
유리 기판 식각이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산란도를 평가하는 haze value를 보면 식각 시간(Etching time)이 증가
하면서 광산란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2중 텍스쳐
기법을 통해서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광흡수에 큰 영향을 주는 장파장
대역 (800-1200 nm)에서 광흡수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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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swin Hongsingthong, et al. Appl. Phys. Exp. 2010, 3, 051102
그림 2-21. 2중 텍스쳐를 통한 기판의 유리 기판 식각 시간에 따른 광학적 특성

2.3.2 광산란도와 기판 표면 morphology의 최적화
일반적으로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광흡수 증가를 위하여 기판의 식각
을 길게 진행하여 거칠기를 높이면 표면에서의 광산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에
따른 광흡수의 증가 및 단락전류 (Jsc)의 향상을 얻을 수 있지만, 거칠기가 높은
경우, 특히 LP-CVD 및 MOCVD로 증착한 ZnO의 경우 표면에 V 모양의 날카로운
계곡 형상들이 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이 위에서 성장하는 미세결정 실리콘 박
막 내부에 크랙(crack)이 발생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이오드 특성
에 악영향을 미쳐 개방전압(Voc)과 곡선인자(FF)의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림 2-22를 보면 좌측의 LP-CVD로 증착한 ZnO에서 성장한 미세결정 실리콘
은 V 모양의 텍스쳐 포지션에서 크랙이 발생했음이 TEM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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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TCO

표면의 날카로운

V

모양의 형상을 제거하도

록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개선 방법이 제시되었다. 플라즈마 식각을 통해서

ZnO

표면을 뾰족한 표면에서 부드러운 표면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고, 그 위에서 성장한
미세결정 실리콘 내부의 크랙의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칠기가 큰 기판을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서 부드러운
표면으로 만들면서 개방전압 및 곡선인자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다시금 광산란도
의 감소로 이어지는 단점이 존재하여 적정 수준에서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 M. Python et al. J. Non Cryst. Solids 2008, 354, 2258
그림 2-22. ZnO 의 여러 표면에서 성장한 미세결정 실리콘의 단면 분석
위와 같은 trade-off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Abe et al.은 유리 기판 식각 진행
시의 RIE 공정 조건을 개선하여 광산란도를 높이는 한편, ZnO:B 증착 후에 Ar
플라즈마를 통해서 표면 거칠기를 감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된 결과를 발표
하였다.
아래 그림 2-23를 보면, 유리 기판을 기존의 7 Pa 공정에서 더 높은 15 Pa까지
공정 압력을 높이고 시간을 증가시켜 식각된 기판의 표면을 측정한 것인데, 식각
시의 가스 압력을 증가시키면 텍스쳐 형상의 크기가 2-3 micron에서 4-5 micron
으로 증가되었으며 4800 s 의 장시간 보다는 2400 s 수준에서 더 높은 거칠기를
갖는 기판이 얻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4에서는 상기의 식각된 유리 기판위에 ZnO:B를 제작하여 측정한 SEM
표면 이미지이며, 하부의 큰 형상을 갖는 텍스쳐를 따라가면서 ZnO:B의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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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텍스쳐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3. 다양한 조건으로 RIE 가 진행된 유리 기판의 표면 SEM 이미지
(a) 7 Pa 2400 s. (b) 15 Pa 2400 s. (c) 7 Pa 4800 s. (d) 15 Pa 4800 s.

그림 2-24. 다양한 조건으로 RIE 가 진행된 유리 기판에 제작된 ZnO:B TCO의
표면 SEM 이미지. (a) 7 Pa 2400 s. (b) 15 Pa 2400 s. (c) 7 Pa 4800 s. (d)
15 Pa 48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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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발된 텍스쳐 기판을 기초로 광학적 특성을 분석한 그림 2-25를 보면,
각기 다른 표면 구조를 갖는 기판들은 투과율 및 반사율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였지
만, 가장 큰 변화는 haze 변화이다. 압력을 15 Pa로 높일 경우 매우 큰 광산란도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각 시간을 4800 s 까지 더 길게 늘려도 광산란도
에는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Yusuke Abe et al., IEEE J. Photovoltaics 2014, 4, 1374
그림 2-25. 2중 텍스쳐 ZnO 기판의 식각 압력 및 시간에 따른 광학적 특성
매우 높은 광산란도를 확보한 후에, 박막태양전지 소자 관점에서 거칠기가
큰

기판에 따른 크랙의 형성과 더불어 개방전압 및 곡선인자의 손실을 억제하기

위하여 Ar 플라즈마 처리를 수행한 결과 그림 2-26와 같이 광산란도는 큰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표면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제작된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는 Bright-field TEM 측정으로
확인한 결과 크랙의 형성이 억제된 결과를 볼 수 있으며 [그림 2-27], 개방전압
및 곡선인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단락전류의 향상으로 단일접합 기준 9 %의
높은 효율이 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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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Ar 플라즈마 처리 유무에 따른 ZnO 기판의 광산란도와 SEM 이미지

출처 : Yusuke Abe et al., IEEE J. Photovoltaics 2014, 4, 1374
그림 2-27. Bright-field TEM 측정으로 보는 신규 2중 텍스쳐 ZnO:B기판에
제작된 미세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단면도

2.3.3

n -i-p 형의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광포집

앞서 기술한 많은 기술들은 투명 기판 위에 p-i-n 형의 실리콘 박막을 순서대로
증착하는 구조인 반면, 투명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판위에 n-i-p 순서로 실리콘
박막을 증착하는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도 개발되고 있다. 이 구조는 먼저 기판이
투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리콘 웨이퍼나 stainless steel (STS) 및 유연성을 갖는
플라스틱 기판도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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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웨이퍼나 STS 기판의 경우는 온도 제약이 적은 편이므로 고온 공정도 가
능하다. 또한 n-i-p 구조는 p 층 위의 매우 얇은 TCO (ITO)로 빛이 입사하므로
p-i-n 구조에서 발생하는 유리 기판에서의 광흡수 손실 및 상대적으로 두꺼운
TCO 에서의 광흡수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광산란을 통한 광흡수 향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얇은 TCO에서 텍스쳐를
통한 광산란도의 향상을 구현하기가 어려우며 보통 기판 자체를 텍스쳐 형상을
만들어서 후면 반사의 광산란도를 극대화하는 형태로 광포집 기술을 구현한다.

그림 2-28. n-i-p 실리콘 미세결정 박막태양전지의 구조
n-i-p 구조에서 기판의 텍스쳐 형상 구현을 통한 광포집 향상 기술은 일본의
AIST에서 최근 우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이 그룹에서는 그림 2-29와 같이 벌집 모양의 주기적인 텍스쳐 구조를
기판에 구현하여 반사도가 높고 광경로를 확장하는 기술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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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a)-(c) 3가지의 다른 주기를 갖는 벌집 모양 텍스쳐의 SEM 표면
이미지 및 (d)-(f) 1 micron의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이 증착된 후의
표면 이미지. 벌집 모양의 주기는 (a)와 (d)는 1 micron, (b)와 (e)는
1.5 micron, (c)와 (f)는 2 micron.
이 기판의 제작법은 다음과 같다. 실리콘 기판에 실리콘 산화막을 키운 후, 벌집
모양의 photo-resist를 제작한다. 이 기판을 buffered HF 용액에 담가서 벌집 모양
이 없는 부분의 실리콘 산화막을 제거한 후, photo-resist를 제거하면 벌집 모양을
갖는 실리콘 산화막만 실리콘 웨이퍼 기판위에 남게 된다. 이 상태가 그림 2-29의
(a)에서 (c)를 보여주고 있으며 (a), (b), (c)의 주기는 각각 1, 1.5, 2 mic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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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위에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1 micron 증착한 후의 표면 구조가 각각
(d), (e), (f) 와 같다.
Hitoshi Sai et al, 은 이 벌집 모양의 구조에서 최적화된 광포집 특성을 얻기 위
하여 벌집 모양의 주기와 높이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높은 단락전류를 얻을 수 있도
록 하였고, 높이와 주기의 비율이 0.2-0.25 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인 광포집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micron의 상대적으로 얇은 미세결정 실리
콘 광흡수층으로도 그림 2-30과 같이 약 26 mA/cm2의 매우 높은 광전류 확보 및
10.1 %의 고효율을 달성하면서 벌집 모양 텍스쳐 기판의 경쟁력에 대해서 발표
하였다.

출처 : Hitoshi Sai et al., Appl. Phys. Lett. 2012, 101, 173901

그림 2-30. 1.5 micron의 주기를 갖는 벌집 모양 텍스쳐 기판을 활용한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양자효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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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n -i-p 형의 3중 접합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개발
일본 AIST의 Hitoshi Sai et al. 은 벌집 모양 텍스쳐를 기초로 하여 비정질/미세
결정/미세결정 3중 접합 실리콘 박막태양전지를 개발하였다. 3중 접합의 경우 도핑
된 층이

많이

삽입되기 때문에 기생 흡수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광흡수

층의 두께를 더욱 증가시켰고 흡수층의 두께를 약 4 micron 으로 설계하였다. 박막
의 두께가 얇을 경우는 이전의 결과와 같이 주기가 1.5 micron에서도 큰 문제가 없
었지만, 광흡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질 경우에는 그림 2-31과 같이 크랙 및 결함
영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b), 주기 1.5 micron). 따라서 주기를 2.5
micron (그림 (c)), 3.5 micron (그림 (d))로 증가시킬 경우 크랙 및 결함이 매우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고, 3중 구조 박막태양전지 역시 주기가 4 micron 이 되도록
설계 후 소자를 제작하였다.
이 기판을 통하여 최근 AIST 연구진은 그림 2-32와 같이 31.3 mA/cm2의 총 전
류를 확보하면서 14.5 %의 초기 효율과, 안정화 효율 13.6%를 기록하였으며, 그림
3-32와 같이 미국 NREL 인증 결과는 아니지만 자체 인증팀을 통해서 LG 전자에
서 세운 세계 기록인 13.44 %를 상회하는 13.6 %의 최고 기록이 달성되었다. (그
림2-33)

그림 2-31. X-X’ 단면을 통해 관찰한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의 벌집 모양 텍스쳐
의 주기에 따른 단면도. (b)의 1.5 micron 주기에서 보이던 크랙이
(c),(d)의 2.5, 3.5 micron 에서는 억제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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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비정질/미세결정/미세결정 실리콘 3중접합 태양전지의 양자효율 특성

출처 : Hitoshi Sai et al., Appl. Phys. Lett. 2015, 106, 213902
그림 2-33. 비정질/미세결정/미세결정 실리콘 3중접합 태양전지의 전류-전압 곡선
(AIST CSM 팀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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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생 흡수 저감 기술
2.4.1 TCO 에서의 기생 흡수(Parasitic absorption)
TCO는 금속 산화물이 주로 이용되며 대부분 실리콘 박막 대비 매우 높은 밴드갭
(> ~3.0 eV)을 가지면서 투명성을 갖고 있지만 장파장 대역에서 캐리어의 의한
광흡수 손실(free carrier absorption)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TCO인 ZnO의 경우에도 원활한 전기 전도성을 갖추기 위하여 Al, Ga,
B 등으로 도핑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자유 캐리어의 농도가 크게 증가한다. 이 캐
리어 농도가 높을수록 전기적 전도성은 향상되지만, 장파장 대역에서 기생 흡수에
의한 입사광의 손실이 발생하여 광흡수층으로 입사되는 빛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
을 피하기 위해서는 캐리어 농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대로 캐리어 농도를 낮추면 전기 전도성의 손실을 볼 수 있는데 낮은
캐리어 농도를 유지하면서도 소자의 구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기 전도성을
유지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위스의 Mathieu Boccard et al. 은 LPCVD로 제작하는 ZnO를 가지고 도핑을
수행한

박막

(그림

2-34의

doped

layer)과

수행하지

않은

박막

(n-i-d,

non-intentionally doped)을 가지고 전면 투명전극과 후면 투명전극을 구성하여
비정질-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micromorph cell)를 제작하고 특성을 분석
하였다.

그림 2-34. 2중 구조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에서 전면, 후면 투명전극의 도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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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n-i-d layer와 doped layer의 두께 차이가 나는 것은 도핑이 되지
않은

투명전극은

캐리어의

농도

(1.2E+19/cm3)가

도핑된

전극의

그것

(1.0E+20/cm3) 대비하여 부족하므로 면저항(sheet resistance)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께를 두껍게 증착한 것이다. A는 도핑하지 않은 구조, B는 후면 전극만 도핑, C
는 전면 전극만 도핑, 그리고 D는 모두 도핑된 층으로 구성한 소자가 된다.
그림 2-35와 같이 광흡수 정도 (Absorptance) 및 양자효율 곡선을 보면, A-구
조가 장파장 대역을 흡수하는 bottom cell 에서의 양자효율이 확연하게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투명전극에서의 자유 캐리어에 의한 광흡수 손실을 낮추어 광흡수 향
상을 유도한 것이다. 도핑하지 않은 투명전극을 두껍게 증착하여 매우 투명한 ZnO
투명전극을 전면 및 후면 전극에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정질-미세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공인 인증 효율 11.75%를 달성하였다.

출처 : Mathieu Boccard et al., EPJ Photovoltaics. 2014, 5, 50601
그림 2-35. (a) ZnO 투명전극의 광흡수도, (b)비정질-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
전지의 양자효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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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TCO의 전기적/광학적 특성 개선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전면부 투명전극(TCO)은 광학적 투과율이 우수하면서도
광산란도도 높아야 효율 향상에 바람직하다. 또한 우수한 전기적 특성도 요구되는
데, 캐리어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캐리어 이동도가 높아야 투명전극에서의
기생흡수는 낮추면서 전기전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조건들을 만
족시키기 위한 여러 연구가 최근까지도 수행되고 있다.

2.4.2.1 산소 희석을 통한 ZnO TCO의 결정성 향상 연구
국내 LG 전자에서는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TCO인 ZnO의
전기/광학적 특성 및 구조적 특성 최적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막태양전지를 위
한 유리기판위에 성장하는 ZnO는 다결정 구조를 가지며 (002) orientation의 유일
한 결정구조를 갖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스퍼터링을 통하여
증착된 ZnO는 주로 (002) orientation 이외에도 (101) orientation 등의 결정 성장
도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36. Seed layer 유/무에 따른 ZnO:Al 다결정 박막의 결정 성장도
(002)

orientation의

유일한

결정구조를

갖는

ZnO

박막의

성장을

위해서

epitaxial growth 개념과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박막의 성장 초기에 산소를 희
석하여 결정성이 높은 ZnO:Al seed layer를 먼저 얇게 증착한 후에, 실제 ZnO
bulk 층을 증착하여 결정 성장의 향상을 유도하면서 산소 희석 없는 bulk층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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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기적 특성의 희생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다결정 박막의 성장에 관한
접근법은 X-ray 회절 분석을 통해서, 결정성이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림
2-36과 같이 표면 텍스처 과정이 진행된 ZnO:Al TCO 박막의 결정성을 고려한 구
조적 표현이 제시되었다. Seed layer를 통해서 (101) orientation을 갖는 결정 성장
을 억제하고 단일 orientation을 갖는 ZnO:Al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 2-37. Seed layer 유/무 및 증착 압력에 따른 ZnO:Al TCO의 전기적 특성
이를 통해 개발된 ZnO:Al TCO 박막은 그림 2-37과 같이 여러 증착 압력 구간
에 대해서 캐리어 이동도(mobility)가 향상되면서 전기적 비저항(resistivity)을 성
공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캐리어 이동도를 높이면서 캐리어 농도를 낮
추고, 동시에 전기전도성은 향상되기 때문에, 같은 면저항 값을 유지하면서도 더 얇
은 박막을 구현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서 그림 2-38에서 보는 것처럼 TCO 박막에서의 자체적인 광흡수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태양전지의 윈도우 층으로 더욱 적절한 특성을 갖게 된다.
광산란도의 평가지표인 haze를 보면, 같은 증착 압력 내에서는 haze 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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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Seed layer 유/무 및 증착 압력에 따른 ZnO:Al TCO의 광학적 특성
그림 2-39는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를 제작한 결과로서, 광흡수의 향상
과 더불어 변환효율이 7.4%에서 8.8%로 향상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출처: Seung-Yoon Lee et al., IEEE J. Photovoltaics, 2015, 5, 473
그림 2-39. Seed layer가 적용된 ZnO:Al TCO를 이용한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양자효율 특성 및 소자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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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IOH - 높은 캐리어 이동도를 갖는 물질
In2O3 계열의 투명전극은 ZnO 계열의 소재 대비 캐리어 이동도가 높아서 더 낮은
캐리어 농도로도 일정 수준의 전기 전도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ITO 는 In2O3 계열에서 대표적인 투명전극으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지만, 높은 캐리
어 농도로 인해서 장파장 대역의 광흡수 손실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있
다.
N-i-p 형 박막태양전지에서는 ITO가 소자에서 빛이 입사하는 전면부의 투명
전극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이 이용될 때 장파장의 응답을
강화하기 위하여 In2O3 계열에 수소를 도핑하는 투명전극이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서 상대적으로 낮은 캐리어 농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캐리어 이동도를 통
해서 태양전지의 전면 투명전극으로 최근 여러 연구에 적용되어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2-40의 결과는 Hitoshi Sai et al.이 발표한 벌집 모양의 텍스쳐 기판에서
제작된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양자효율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서도 n-i-p 태양전지의 전면 전극을 ITO로 쓸 경우에 대비하여 수소가 도핑된
In2O3 (IOH)를 적용하여 ITO 대비 전파장 대역에서 높은 투과율을 통해서 양자효
율의 향상 및 전류의 향상 (31.3 ⤏ 32.9 mA/cm2)을 이끌어 낸 결과가 발표 되었
다. Indium (In) 소재가격의 이슈는 존재하지만, 연구개발에서는 향후에도 IOH
투명전극이 광흡수 손실을 줄이는 측면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itoshi Sai et al., Appl. Phys. Lett. 2015, 106, 213902
그림 2-40.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투명전극 변화에 따른 양자효율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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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광포집 및 기생흡수 저감을 위한 실리콘 산화막의 응용
2중 구조의 비정질-미세결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및 모듈 개발의 경우, 먼저
입사광에 의한 비정질 실리콘의 열화현상을 줄이는 것이 초기 효율대비 안정화
효율의 차이를 좁히는 열쇠가 된다. 이를 위해서 상부 전지와 하부 전지 사이에
반사막을 이용하여 흡수되지 않은 단파장 빛을 다시 상부 전지로 반사시켜 보내면
더 얇은 두께로도 비정질 상부 전지에서의 광전류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여기에
서 중간 반사막 (IRL, intermediate reflecting layer)은 낮은 굴절률을 가져서 단파
장을 상부 전지로 반사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매우 투명하여 600~1100 nm
에서의 장파장 대역의 빛을 최대한 투과시켜 하부의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으로 내
려 보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반사막은 TCO 및 실리콘 산화막 (SiOx)이 있다. TCO
의 경우에는 굴절률이 1.8-2.0, 전기 전도도가 ~102 S/cm으로 IRL로 적당한 특성
을 갖는데, 박막태양전지를 직렬 연결하는 모듈 구성 과정에서 일반적인 3회 레이
져 스크라이빙 공정에서 후면 반사 금속막 (back reflector)와 의도치 않은 측방향
shunt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TCO IRL은 실리콘 증착 공정인
PECVD에서 중간에 CVD 공정을 끊고 나와서 증착 및 패터닝 공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 상에서의 step 증가(스크라이빙 1회 증가) 및 공정 시간을 더 길
게 만드는 문제점도 있다. [그림 2-41 (a)]
그러나, SiOx의 경우는 비정질 상부전지와 중간 반사층, 하부 미세결정 전지를
중단 없이 한번에 CVD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공정 과정이 간단해지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산소 비율을 높여 더 낮은 굴절률이 구현 가능하
-3

고 측방향 전기 전도도가 10

-7

~ 10

S/cm 에 이르기 때문에 측방향 shunt 문제

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도 TCO 대비 나은 효과를 보인다. [그림 2-41 (b)]
Seung-Jae Jung et al. 은 이러한 SiOx IRL의 물성을 최적화하고 기존의 TCO
IRL 대비 스크라이빙 등의 공정 수를 줄이며 중간층 반사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정을 확보하여 모듈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SiOx IRL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적층형 구조 실리콘 박막태양전
지 모듈의 경우는 12% 수준의 광열화를 거친 후 최종 10.1 %의 변환효율을 보인
반면, SiOx IRL을 적용한 경우는 더 낮은 광열화 현상과 더불어 11.1 % 수준의
고효율 적층형 태양전지 모듈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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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적층형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레이져 패턴된 구조
(a) 4회 패턴된 TCO 기반의 IRL (b) 3회 패턴된 SiOx 기반의 IRL

출처 :

Seung-Jae Jung et al., Sol. Energ. Mater. Sol. C. 2014, 121, 1

표 2-1. SiOx 적용 유무에 따른 적층형 태양전지의 모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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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시장 현황 및 전망
3.1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시장 현황
3.1.1 최근의 전 세계 태양광 시장 동향
지난 10년간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성장기와 침체기를 모두 겪었고 각 국가별 개별적
인 정책 때문에 보급 추세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먼저, 200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의 태양광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무려 44%를
기록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14년을 기준으로, 태양광 모듈 생산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대만이 69%를 차지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유럽이 약 6% 수준의 공급을 담당하였
다. 또한 일본/미국/캐나다가 각각 약 4%의 공급에 기여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누적 태양광 패널 설치량이 유럽의 경우 (2013년의 58%에 비추어
하락하여 48%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중국과 대만의 경우 누적 설치량이 작년까지의
기록 대비 4% 가량 증가하여 약 17%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3-1과 같이 최근 2014년에는 실리콘 기반의 태양광 기술이 전체 시장의 약 91%
(43.1 GWp)를 차지하였고, 다결정 실리콘 태양광 기술이 56% (26.2 GWp)에 이르고 있
다. 박막형 태양전지는 전체 시장의 나머지인 약 9% (4.4 GWp)를 차지하였다.

그림 3-1. 태양전지 기술 별로 보는 전 세계 연간 생산량과 2014년의 생산량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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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최근 박막 태양전지의 기술 별 시장 동향
기술 별로 2014년 최근의 박막 태양전지 산업 동향을 보면, CIGS 박막 태양전지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꾸준히 점유율을 늘려가며 박막 태양전지 시장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CdTe 역시 일정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비정질
실리콘 (a-Si) 계열의 박막 태양전지는 그림 3-2, 3-3에서 보는 것처럼 점유율이 차츰
감소하고 있다.

그림 3-2. 박막 태양전지의 세부 기술 별 연간 생산량과 2014년의 생산량 수치

출처 : Navigant (2000-2010), IHS (2011~) Graph: PSE AG 2015
그림 3-3. 박막 태양전지 기술 별 전 세계 연간 태양광 모듈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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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기업 동향
급속한 발전을 보이던 2008년의 경우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실리
콘 박막 태양전지를 개발 및 제조하였고, a-Si 단일 접합 뿐만 아니라 a-Si/uc-Si
tandem 구조 및 a-Si/a-SiGe/a-SiGe 3중 접합, a-Si/a-SiGe/nc-Si 3중 접합
구조들도 생산하였다. 당시 전 세계 60개 이상의 많은 기업들이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를 생산하였으며 대표 몇몇 국가 별 대표적인 기업 및 기술은 다음과 같다.

<유럽>
Schott Solar Thin Film (Germany)
Ersol Thin Film (Germany)
Oerlikon (Switzerland)

a-Si/uc-Si.
a-Si Single, a-Si/uc-Si
a-Si/uc-Si

Malibu GmbH (Germany)
Inventux Technologies AG (Germany)
Nuon Helianthos (The Netherlands)

a-Si/uc-Si
a-Si/uc-Si
a-Si/uc-Si

Intico Solar (Switzerland/Germany)
Flexcell (Switzerland/Germany)

a-Si/uc-Si
a-Si

<미국>
United Solar Ovonic(ECD)
EPV Solar

a-Si/a-SiGe/a-SiGe
a-Si Tandem
a-SiGe single,

Xunlight

a-Si/a-SiGe/nc-Si triple
a-Si/uc-Si

Applied Materials
<일본>
Kaneka Solartech

a-Si/Poly-Si

Sharp Thin Film
Sanyo Amorton
MHI (Mitsubishi Heavy Industries)
Fuji Electric Systems

a-Si/uc-Si/a-Si GaAs
a-Si Single
a-Si/uc-Si
a-Si/a-SiGe

<중국>

Suntech
China Solar Power
QS Solar
Uni-Solar Jinneng
GS Solar
Soltechpv

a-Si/uc-Si

a-Si Single
a-Si Tandem
a-Si/a-SiGe/a-SiGe

a-Si Tandem
a-Si Tandem

표 3-1. 2008년의 세계 여러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 생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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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0년에 닥쳐온 유럽에서의 경제 위기와 더불어 태양전지 패널 가격이 급락하면
서 태양전지의 시장의 혹한기가 찾아왔는데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
었고, 다수의 기업이 도산 및 타 기업에 인수되었다.
또한 폴리실리콘 원자재 가격 또한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서, 박막 태양전지의 경제성이
많이 부각되지 못하고 전력변환효율에서의 열세 때문에 결정질 실리콘 대비 지녔었던
장점이 일부 희석되었다.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패널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수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2014-2015년 최근의 실리콘 박막 태양광 패널 생산 기업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 중국

: China Ningbo Star Solar Co.,Ltd, QS Solar, Sungen,

▶ 독일

: Bosch

▶ 그리스 : Heliosphera
▶ 인도

: Moser Baer

▶ 유럽

: Marcegaglia SpA (Italy), 3-Sun (England)

▶ 일본

: Kaneka, Sanyo, Sharp

(출처: http://www.kaneka-solar.com)
그림 3-4. Kaneka (일본)의 a-Si/uc-Si hybrid tandem 태양광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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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시장 전망
최근 박막형 태양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서 경제성에서 이득이 크지 않
은 상황에서 변환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전체적인 시장의 지배력 측면에서는 긂3-2와
같이 2014년 기준으로 10% 미만으로 미약한 측면에 있다. 아래 그림3-5에서는 결정질
및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수요 및 공급 상황을 고려한 가장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박막 태양전지의 비중은 약 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출처 : Energytrend, 2015년 10월
그림 3-5. 2015년 예상되는 전체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수요
이미 작년 기준으로도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이 US$0.6/W 인 반면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모듈은 US$0.58/W 로 격차가 US$0.02/W 수준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즉,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가 시장의 중심축인 결정질 기반의 태양전지 대비하여 가격 경쟁력
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DuPont 社는 2014년에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생산을 점차 줄이며 연말로 생산 종료
를 발표한 바 있으며, 2중 접합 태양전지의 상업화에 매우 큰 기대를 걸게 만들었던 기업
Oerlikon을 인수한 Tokyo Electron 社도 2014년 1월에 2중 접합 비정질/미세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생산 라인을 철수시킬 것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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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최근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보수적인 전망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반적
으로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분야의 연구개발의 축소로 전력변환효율의 개선이 부족한 측면
에 있다.
2012년에 LG전자가 3중 접합 태양전지로 기록한 13.4%의 안정화 효율 달성을 해낸 이
후로, 아직 효율 개선이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사실 상 1995년 이후로 비정질 실리콘 계열
의 태양전지는 11-13% 수준의 효율 범위를 보여 왔고, 대략적으로 지난 20년 간 효율의
연 평균 개선 폭이 약 0.1% 수준에 그쳤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같은 박막태양전지 분야의 CdTe 태양전지 기술의 경우, 최근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을 통해 연평균 약 1.3% 이상의 효율 개선을 이루어 냈고, 최근 First
Solar 에 의해서 21.0%

고효율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Cd의 유해성 문제도

일부분 해결되어 가고 있는 양상에 있다.
CIGS의 경우, CdTe 기술에 대비하여 변환효율의 향상 폭은 적은 편이다. 지난 15년간
대략적으로 연평균 0.15%의 효율 향상을 이루어 왔지만, 1990년대의 큰 효율 향상 폭에
기반하여 이미 고효율 기술이 확보되어 있었고, 최근은 ZSW 가 21.7%의 고효율을 기록한
상황이다.

출처: NREL, 2015
그림 3-6. 연구개발 수준에서의 여러 태양전지의 최고 효율 개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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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PIA, IHS Solar, PV Insider and SNE Research
그림 3-7. 향후 각 기술 별 시장 전망 및 점유율 예상
앞서 언급된 경제성의 논리에 따른 각 기술 별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여러 조사 기관에서 전망하는 태양광 시장 상황과도 흐름을 같이 하
고 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 가격의 감소로 인하여 향후에도 결정질 계열(단결정 +
다결정) 기술은 박막형 태양광 기술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막 태양전지의 시장 내에서는 CIGS 기술이 고효
율 특성과 더불어 경제성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왔고 향후에도 범위를 넓
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경우, 여타 박막 태양전지 기술인
CIGS, CdTe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환효율이 낮고, 초기 효율 대비 안정화 효율이 감소
하는 등의 변환 효율의 열세와 맞물려 시장 점유율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
다.
박막태양전지의 도입 초기에는 60%에 육박하는 높은 점유율을 보여 왔던 것이 비정질
계열의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이지만, 최근의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
이 축소되면서 지난 2005-2010년에 누려왔던 호황과 높은 시장점유율을 단기간 내에 빠
르게 회복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박막 태양전지의 확대에 따른 영향으
로 향후 20-25%의 시장 점유율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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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BI Research, F-Forecast
그림 3-8. 박막 태양전지 기술 별 시장에서의 비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막 태양전지만이 갖는 특수성 (Flexibility,

light-weight,

transparency, R2R, and etc.)은 application 및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명한 강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일정 수준의 위치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다양한 색채 구현 특성 등을 통한 flexible & BIPV 시장 등의 분야에서
의 응용을 통해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만의 일정 수준의 시장 영역은 확보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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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산업의 향후 전략
4.1 고효율화를 위한 기술적 전략
지금까지 연구 기관 및 기업들의 노력이 더해져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고효율화
를 위한 기술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되어 왔다. 먼저, 실리콘 박막 소재 자체의
고품질화를 위한 플라즈마 CVD 공정 개발 및 최적화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소자
를 제작 및 특성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소자가 제작되는 기판의 표면의 형상은
특히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의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층
형 구조를 설계하면서 다중 구조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재의 특성 및 계면을 분석하
고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공정 기술도 개발되었다. 무엇보다도 입사하는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광흡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광포집 기술은 기판, 투명전극
및 intermediate reflecting layer 등에 적용되면서 반사 방지, 광산란도의 극대화,
기생흡수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까지 여러 기관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우수한 성과들을 감안할 때, 향후 실리
콘 박막태양전지는 안정화 효율 기준으로 15% 이상으로 다다를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참고로 최근 일본 AIST에서 발표한 비정질/미세결정/미세결정 실리콘 3중
접합 태양전지는 13.6 %의 안정화 효율을 기록하고 있다.
추가적인 효율의 향상은 핵심 파트의 큰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박막태양전지의 광흡수층에 대한 물성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비정질 실리콘에서의
광열화 현상을 더 억제하는 기술을 통하여 초기 효율과 안정화 효율의 갭을 줄여야
한다. 또한 최적화된 박막 증착 공정을 통해서 광흡수층에서의 흡수 특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기술은 효율의 향상으로 직접 연결될 것이다. 또한 SiC:H, SiOx:H 등의
alloy가 효율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처럼, 새로운 alloy 소재의 개발을 통한
광흡수층 및 도핑층으로의 도입으로 더욱 향상된 광흡수 특성 및 기생흡수 저감
기술이 소자 특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자 구조 측면에서 더욱 진전된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1) 4중 접합 실리
콘 박막 태양전지이다. 이것은 접합 수를 더 늘려서 태양광 스펙트럼을 더욱 촘촘
히 흡수하고, 개방전압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2) 계면 특성의 개선을 위한 공정 스텝을 최적화하는 기술은 효율의 향상
과 원가 절감 및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계면 최적화 기
술은 향후 효율 향상을 이끌 수 있는 핵심적 요소로 판단한다.
다음은 최근 발표된 (1) 4중 접합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와 (2) 계면 최적화 기술
에 대한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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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4중 구조 적층형 태양전지
Fai Tong Si et al. 은 비정질 실리콘 대신에 더 높은 밴드갭을 갖는 비정질 실리
콘 산화막 (a-SiOx:H)을 최상부에 추가하여 비정질 실리콘 산화막/비정질 실리콘/
미세결정 실리콘/미세결정 실리콘 4중 접합 박막태양전지를 제작 및 발표하였다.
구조는 그림 4-1과 같으며, SEM 단면도를 제시하고 있다. 비정질 실리콘 산화
막을 최상층에 도입하면서 적층형 태양전지의 개방전압 2.82 V 얻을 수 있었다. 전
류가 부족하여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최고 효율을 내는 3중 접합의 13%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광포집 기술을 최적화하면 더 우수한 효율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광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4중 접합에 관한 연구는 실리콘 산화막과
실리콘 게르마늄을 이용하여 a-SiOx:H/a-SiGe:H/nc-Si:H/nc-SiGe:H로 설계하였
고, 이론적으로 19.8 %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림 4-1. 비정질실리콘 산화막/비정질/미세결정/미세결정 실리콘 4중접합태양전지

출처 : Fai Tong Si et al., Appl. Phys. Lett. 2014, 105, 063902
그림 4-2. 4중 접합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a) 양자효율 및 (b) 전류-전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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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반사방지막의 계면 최적화 기술
다중 접합 태양전지의 최상부에 적용되는 비정질 실리콘 산화막(a-SiOx:H) 태양
전지를 기초로 하여, Dong-Won Kang et al. 은 TCO와 실리콘 계면에 삽입하는
TiO2 반사방지막의 계면에 적용되는 보호막 공정을 개선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
다.
TiO2 반사방지막은 후속으로 진행되는 실리콘 박막 증착 공정에서 수반되는 수소
플라즈마에 취약한데, 보통 이를 보호하기 위해 ZnO 계열의 박막을 ~10 nm 가량
얇게 코팅한다. 한편 이 ZnO 와 p층 비정질 실리콘과의 전기적 장벽을 낮추기 위
하여 미세결정 실리콘 버퍼층을 삽입하게 되는데, 공정 스텝과 시간의 증가를 수반
한다.[그림 4-3의 구조 C]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TiO2 박막을 보호할 수 있
도록 수소를 제거하면서도 TiO2와 p층의 전기적 접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을 개발하여 ZnO를 위한 스퍼터링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의 장시간 증착 공정을
대신하는 짧고 효율적인 새로운 버퍼층을 개발하였고, 수소 플라즈마에 의한
damage를 피하면서 개방전압 및 곡선인자의 향상으로 8.4 %의 매우 높은 효율을
갖는 단일접합 비정질 실리콘 산화막 태양전지를 100 nm의 광흡수층만으로 달성하
였다. [그림 4-3의 구조 E]
이러한 계면 특성 및 공정 스텝 단순화 기술들은 효율 향상과 더불어 제작 단가
를 낮출 수 있는 기술로서 향후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고효율화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출처 : Dong-Won Kang et al., Sol. Energ. Mater. Sol. C. 2015, 143, 296
그림 4-3. TCO/p 층 계면에 버퍼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된 비정질 실리콘 산화막
(a-SiOx:H) 단일 접합 태양전지. 구조 C는 기존의 반사방지막 구조,
구조 D는 버퍼가 제외된 reference, 구조 E는 새롭게 개발된 버퍼가
적용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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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효율화를 위한 산업적 전략
4.2.1 BIPV
현재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용 태양전지 시장은 결정질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가
주도를 하고 있으며, 실리콘 박막태양전지는 아직까지 효율의 한계로 인하여 결정
질 기반의 태양전지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시장에서의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진화 및 원가 절감형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효율 및 저원가 요소들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그림 4-4와 같이 BIPV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응용이라는
관점에서, 실리콘 박막태양전지는 다양한 장점을 갖는다. 태양광 패널의 투명도,
다양한 색채 구현 [그림 4-5], 크기 및 기판의 종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연하게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리콘 박막태양전지는 환경적으로도 유해성 등의
이슈가 없고 패널 가격의 저하에 따라 적용 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한다.
BIPV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까지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박막 실리
콘 태양전지가 가진 위의 다양한 장점에 기초하여 가격 경쟁력과 효율 향상이 더해
진다면 향후 제로 에너지 빌딩 등의 친환경 건물 구현 등에서도 더욱 파급력이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4. 독일의 Kulturhaus Milbertshofen에 설치된 실리콘 박막 BIPV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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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 Meillaud et al., Mater. Today, 2015, 18, 378
그림 4-5.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모듈의 다양한 색채 구현

4.2.2 Flexible module (유연성 모듈)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는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와
달리 stainless steel 이나 PEN 등의 유연성을 갖는 기판에도 제작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United solar 에서는 roll-to-roll 공정을 이용하여
실리콘 박막 유연성 태양전지 모듈을 개발한 바가 있다.
유연성 기판에 제작된 모듈은 매우 가벼워서 건물의 지붕이나 창문 등의 형태로
구조와 강도 등에 큰 부담이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유연
성 모듈은 BIPV 시장의 확대에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제성이라는 이슈
가 남아있지만 향후 원가 절감 기술과 함께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림 4-6은 Uni-Solar의 제품으로 BIPV로도 적용 가능한 비정질 실리콘 3중 접
합 플렉서블 태양전지이며 모듈의 변환효율은 약 8.5 %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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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비정질 실리콘 3중 접합 유연 태양전지 모듈 (68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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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실리콘 박막태양전지는 본 보고서에 기술된 고효율화 기술들을 통해 소자 구조,
물성, 변환효율 관점에서 기술적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실리콘 결정질 태양전지가
여전히 변환효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실리콘 소재 가격의 하락추세는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박막태양전지가 갖는 고유의 장점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실리콘 웨이퍼에 대비하여 매우 얇은 박막을 이용하면서 낮은 재료 소비
특성과 대면적화 기술 인프라 등의 장점을 기초로 하여, 반투명 태양전지 및
플렉서블 태양전지로 건축이나 모바일 기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핵심은 경제성과 효율 측면에서 얼마만큼 더욱 확실
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존 공정 과정
을 단순화할 수 있는 신규 공정을 개발하여 비용 절감 및 생산성을 더욱 확보하면
서도, 소재

특성 및 소자 효율을 기존 대비하여 손실이 없이 유지하거나 혹은 더

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소재 및 소자 기술 부분에서는 도핑층 및 투명 전극에서의 광손실을 최소화하여
흡수층 두께를 얇게 유지하면서도 광흡수 특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
이다. 이를 통해서 비정질 실리콘의 광열화에 의한 효율 감소 현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광학 기술의 응용을 통한 소자 구조 설계를 통해서 실리콘의 부족한 광흡수
특성을 보완하는 광흡수 강화 기술은 태양전지의 효율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Nano-imprinting 등의 기술은 기판의
나노 패턴을 갖는 구조화를 통해 실리콘 광흡수층을 나노 구조 형태로 증착되게
할 수 있으며, 실리콘을 nanowire 형태로 제작하는 응용 기술을 통해서 실리콘의
밴드갭 조절 및 반사도 감소 효과 등으로 태양광의 효율적 활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본연의 기술적인 장점 및 시장의 수요 변화를 감안하여,
그에 맞는 지속적 연구개발과 원가 절감 노력이 더해져서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가
현 시장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시장 확대를 이끄는 태양광 발전 기술 중
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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