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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광산업은신재생에너지중에서태양열에이

어두번째로빠른성장세를나타내고있으며, 2020
년까지연평균 19%의높은성장률이예상되고있다.
이는풍력, 지열, 바이오연료등이각각 12%, 7%, 7%
의성장률예상과비교하면매우빠른속도이다. 복
수의 시장 조사업체들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 (522억달러)는올해메모리반도체시장규모
(470억 달러)를 추월할 전망이다. 또한 태양광 산업
매출액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성장하여 오는

2020년에는메모리, 시스템, 광소자및기타소자전
체를 포함하는 전체 반도체산업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1]. 
높은 성장률과 더불어 태양광 요소기술의 발전

및 누적설치량 증가로 인해 그림 1과 같이 그리드
패리티 (Grid parity) 도달 시점이 2015년으로 예상
하고있지만이시점보다더앞당겨질수있다는견

해도 상당수 존재한다. 다양한 그리드패리티 도달
시점 예상 견해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결정질 실

리콘태양전지가태양광산업의대부분을차지한다

는견해에는이견이없으며, 그림 2와같이 2015년에
도 전체 태양광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한다[2]. 이는화합물및박막태양전지가증가
하는추세에있더라도단기간내에시장점유율판

도가바뀌지는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태
양전지 산업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산업은향후에도꾸준한수요가예상되는

바, 업체간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전지의저가
화 전략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의단가구성비에서실

리콘 소재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와 관련된 비
율이절반이상을차지한다. 특히전체구성비중잉
곳및웨이퍼제조공정비용이가장많은 30%를차
지하고 있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저가화 소
재기술로가장먼저제기되는부분이잉곳및웨이

퍼 제조공정 관련 기술이다. 최근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된 것이

단결정시드 (Seed)를사용하고실리콘용탕의유동
을제어하면서기존의다결정블록제조장비를그

대로 사용하여 만든 유사단결정 (Mono-like
Multicrystalline) 실리콘 잉곳/웨이퍼 (가격 :
USD3.75/6‘장, 효율: 18.2%)이다. 실리콘단결정웨
이퍼 (가격: USD3.85/6‘장, 효율: 19.3%) 및 다결정
웨이퍼 (가격: USD3.5/6‘장, 효율: 17.1%)와 비교
시, 단결정과다결정웨이퍼중간정도의가격과효
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기술 또한 절단공정과
Kerf-loss 발생을수반할수밖에없어추가적인저가
화에는 한계를 보인다. 본 자료에서는 잉곳 (or 블
록) 성장및절단공정을근본적으로제거하여 Kerf-
loss 발생을최소화할수있는태양전지저가화에필
수적인결정질실리콘웨이퍼의저가화소재기술을

다루며현재까지의기술동향과전망에대해소개하

고자한다.
현재까지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웨이퍼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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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잉곳형태의블록을제조한후절단공정을수반

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 절단공정에
사용되는와이어또는다이아몬드톱 (Saw)의두께
정도만큼 Kerf-loss가발생하여웨이퍼의제조단가
를상승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EPIA 태양
광 로드맵에 의하면 현재 180 μm 두께의 웨이퍼를
제조하는경우 160 μm 두께의와이어를사용하여절
단하고있어약 47%의 Kerf-loss가발생한다. 2020년
까지 100 μm 두께의 웨이퍼 제조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절단 와이어 두께 감소에
는한계가있어웨이퍼두께가줄어들수록상대적으

로 Kerf-loss 발생량은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근본
적인해결방안이필요하다 [3]. 예를들어웨이퍼크

기 156 × 156 mm, 두께 180 μm급다결정실리콘웨
이퍼를 연간 30 MW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Kerf-
loss를 10%만줄여도폴리실리콘량 8톤을저감할수
있으며이는약 7만장정도의웨이퍼를추가생산할
수 있는 양이고 16%의 전지효율을 가정할 때 2.7
MW에 해당되는 막대한 자원이다. 따라서 태양광
선진국들은이러한 Kerf-loss 절감을위해다양한형
태의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이러한노력의결과가

그림 4와같이잉곳성장과절단공정없이폴리실리
콘용탕으로부터직접웨이퍼를제조하는리본성장

기술 (Ribbon Growth Technology)이다. 

2. 실리콘 리본 성장 기술 종류

리본성장기술은표 1과같이고-액계면방향에대
한 리본성장방향, 시드 공급형태 및 결정화 열
(Crystallization heat)이제거되는방식에의해서크
게수직성장기술 (Vertical growth; Type 1)과수평성
장기술 (Horizontal growth; Type 2)로구분된다. 고-
액 계면 (Solid-liquid interface)이 리본성장방향
(Ribbon transport direction)에 수직으로 형성되면
수직성장이라부르고, 평행하게형성되면수평성장
이라 명명한다. 시드 (Seed) 공급 방식에 의해서는,
단지결정성장초기에만시드를제공하는경우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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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누적설치량에 따른 모듈가격 변화 (출처 : 1366
Technologies).

그럼 2.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 전망 (2006-2015) (출
처 : 솔라앤에너지).

그림 3.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단가 구성비.

그림 4. 리본성장기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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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장법이라하고, 연속적으로계속시드를제공하
는 경우를 수평성장법이라고 한다. 또한 결정화 열
(잠열)이성장된실리콘웨이퍼를통한전도에의해
복사 (Radiation)로 제거되는 경우는 수직성장법이
라 하고, 실리콘 용탕온도보다 낮은 재질에 물리적
접촉에의한전도로제거되는경우는수평성장법이

라한다 [4-5]. 이상적인실리콘리본성장기술에있
어서최종 웨이퍼의 특성은 대부분 결정화 열의 제

거방식에따른미세구조에의해좌우된다. 
수직성장기술에 있어서 결정화 열은 고-액 계면

에형성된온도기울기 (Temperature gradient)에의
해 제어되고, 결정성장속도는 웨이퍼를 통한 열속
(Heat flux)에의해제어될수있지만공정중에는결
정성장속도가일정하게유지되어야하는것이특징

이다. 표 1에나타난최대결정성장속도식에따르면

두께 300 μm급의 웨이퍼
를 제조할 경우 최대 8
cm/min의최대결정성장
속도를 나타내지만, 고-액
계면에서 발생하는 열응

력으로 인해 실제 성장속

도는이보다훨씬느리다.
고-액계면근처에형성되
며 결정화의 구동력인 온

도 기울기는 수직 성장기

술에 있어서 약 1,000
K/cm 정도로 응력을 발
생시키기에는 충분하며

d2T/dy2 (y : 성장방향)의 크기로 증가하기 때문에
낮은 성장속도에 원인이 된다. 특히 리본에 형성되
는응력은용융도가니상부의열적환경에매우민감

하기때문에응고된리본에연속적으로후열처리를

함으로써 응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응력 발생을 저
하시키는가장 좋은방법은소성유동 (Plastic flow)
이 발생하는 고-액 계면으로 응력 발생영역을 국한
시키는것이지만실제공정에서이를구현하는것은

매우어렵다. 수직성장기술은결정크기가센티미터
수준까지 매우 크며, 성장속도와 초기 시드 공급방
식에 따라 단결정 리본까지성장이 가능한 것또한

특징이다 [6].
반면 수평성장기술에 있어서 고-액 계면의 결정

화열은응고된웨이퍼를통해물리적으로접촉하고

있는저온의이송기판에의해제거된다. 수직성장기
술과달리, 크고얇은웨이퍼제조에있어서열제거
가 더욱 용이하여 매우 빠른 성장속도가 가능하기

때문에생산성을중요시하는산업체에서더욱각광

받고있다. 표 1에서제시하는최대결정성장속도식
에따르면, 실리콘용탕과기판의온도차가 160℃일
때 최대 성장속도인 600 cm/min에 도달한지만, 실
제 공정에서는 다양하게 공정변수를 제어함으로써

이보다훨씬빠른성장속도를구현할수있다. 수직
성장기술과 다른 또하나의 큰 특징은 실리콘리본

의미세구조이다. 이송기판의표면에서형성되는급
속한 핵생성 반응은 방향성이 없고 미세한 주상형

입자 (Columnar grain) 생성을야기한다. 따라서핵

<< 테마기획 : 태양전지

표 1. 수직성장기술과 수평성장기술의 비교.

*EFG : Edge-defined Film-fed Growth
**SR : String Ribbon
***DWG : Dendrite Web Growth
****RGS : Ribbon Growth on Substrate
*****MW : Molded Wafer (formerly called Silicon Film)
******CDS : Crystallization on Dipped Substrate
¶Vp : maximum pulling velocity (growth rate)
L : latent heat of fusion
Pm : density of the crystal at melting temperature
σ: Stefan-Boltzmann constant
ε: emissivity of the crystal
Km : thermal conductivity of the solid crystal
Tm : melting temperature
W : ribbon width
d : ribbon thickness
α: effective coefficient of heat transfer
s : length of the liquid-solid interface
ΔT : temperature gradient between melt and substrate

Type I Type II

Typical ribbon growth velocity 1-2 cm/min 600 cm/min
Typical annual wafer output ~0.5 mill. wafer/machine ~20 mill. wafer/machine

Crystallization velocity Constant (1-2 cm/min) Variable (mean 2 cm/min)
Crystal size mm up to cm range 100 μm up to 1 mm range

Crystal orientation EFG; {011} Random
Thermal stress High Low

Max. growth rate eq.¶

Methods EFG*, SR**, DWG*** RGS****, MW*****, 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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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속도와결정성장속도를제어하는기술을개발

하여입경 (Grain size)을조대화하는연구가절실하
다. 수평성장기술에서 고-액 계면에서의 온도 기울
기는수직성장기술대비원리상매우작아열응력을

저감시킨웨이퍼제조에유리한것이특징이다.
현재까지개발된대부분의실리콘리본기술은다

결정웨이퍼를만드는기술이기때문에많은결정결

함들이야기되어최종태양전지효율을저하시키는

역할을한다. 일반적으로빠른리본성장기술일수록
높은결함밀도를나타난다. 성장기술에따른결함종
류와생성거동을파악하여야리본기반의태양전지

셀을제조할경우중요한기반기술로활용될수있

다. 첫 번째로 EFG에서의 형상다이 (Shaping die),
RGS에서의주조프레임 (Casting frame)과이송기판
(Moving substrate) 등과같이대부분의리본기술에
서 사용되는 내화재료에 의한 결함생성이 있다. 특
히 대부분의 고온공정을 요구하는 리본성장기술에

서는내열성및내화학성이우수한흑연재질의부품

이 대부분 사용되는데 이로 인한 탄소불순물의 혼

입으로최종웨이퍼로서의품질이저하되고있어근

본적인해결이필요하다. 두번째는비교적큰온도
기울기에의한고-액계면에서의응력발생으로생기
는전위 (Dislocation)이다. 일반적으로응력이발생
하는 영역에서는 높은 전위밀도 (Dislocation
density)가형성되어웨이퍼의라이프타임을감소시
킨다. 또한리본의미세구조, 특히 RGS의경우에서
쌍정 (Twin)이 많이 검출되는데, 높은 전위밀도 없
이쌍정만있는경우는웨이퍼의라이프타임이감소

되지 않는다. 다만 쌍정 입계 (Twin boundaries)의
낮은에너지로인한불순물의혼입이용이해웨이퍼

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이지 쌍정 결함 자체만으로

웨이퍼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7]. 마지막
으로리본공정중에유입되는산소불순물이다. 600
℃ 미만의 온도에서 형성되는 열적 도너 (Thermal
donors) 뿐만아니라, 600-900℃온도영역에서형성
되는 SiOx를 함유하는 새로운 도너 형성은 리본의
라이프타임을 상당히 저감시킨다 [8]. 최근에는 산
소불순물을제거하기위한어닐링공정의추가보다

는설비의구조변경이나고온부품의표면개질을통

하여산소유입가능성을최소화시키는연구가다양

하게진행중에있다. 이제부터는실리콘리본의수
직및수평성장방법에있어서대표적인기술과특징

들에대해서소개하고자한다.

2.1  수직형성장기술
미국 EBARA Solar에서 개발한 Dendritic Web

Growth 기술은 별도의 성형장치 (Shaping device)
없이 실리콘 용탕으로부터 리본형 웨이퍼를 바로

제조하는방식으로단결정웨이퍼를성장시킬수도

있는제조법이다. 표 2에서의개념도와같이과냉된
실리콘용탕 (Supercooled silicon melt)에Dendritic
시드 (Seed)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 접촉시킨 후 서
서히 위로 상승시키면, 시드는 측면으로 확장되어
버튼 (Button) 형태의 시드로 성장한다. 버튼 형태
의 시드 양 끝단으로부터 형성된 두 개의

Secondary Dendrites가실리콘용탕속으로형성되
며리본을형성할수있는지지체역할을하면서길

이 방향 성장을 하게 된다. 리본의 폭은 Secondary
Dendrites의위치에의해결정되며, 성장속도는잠
열의제거속도에의해결정되므로그리빠르지않

아 1~3 cm/min 정도가일반적이다. 균일한폭과두
께의 실리콘 리본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0.2℃의
정확한온도제어가필요하며, 성장하는Web 폭내
에서의 실리콘 용탕 표면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해

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

고있다. 
독일 SCHOTT Solar社의 EFG (Edge-defined

Film-fed Growth) 기술은실리콘용탕의높은표면
장력 (720 mN/m)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용융된 실
리콘이흑연다이에접촉하게되면모세관현상으로

다이의 얇은공간을 채우며 위로상승하게 되고 끝

까지채워진실리콘은높은표면장력으로서로뭉치

게된다. 이후위쪽방향으로응고시키면서끌어올려
연속적으로리본형태의웨이퍼를제조한다. 리본의
두께는 흑연 다이 끝부분의 폭 , 매니스커스
(Maniscus) 형상, 열 방출 및 상승속도에 의해 결정
된다. EFG 기술은 단결정 시드를 사용하여도 단결
정으로리본이제조되지는않지만, 소수운반자확산
거리 (Minority carrier diffusion length)와비교할때
결정립크기가약수 cm 정도로크기때문에입계에

Special T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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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전지효율 저하는 무시할만하다. EFG 기술은
생산성을높이면서, 동시에수직성장을하면서생기
는웨이퍼표면의잔류응력발생을억제하기위해 8
각기둥 형태로 제작한 후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12각 튜브
(Dodecagonal tubes)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한번 성장에 12개의 웨이퍼를 제조할 수 있는 장점
이있긴하지만낮은성장속도를극복하기에는원리

상매우어렵다. 
미국 Evergreen Solar社의 SR (String Ribbon) 기

술은 실패처럼 감긴 String이 풀어지면서 연속적으
로공급되는얇은실리콘용탕을관통하여수직으로

상승할때두개의 String 사이에실리콘박판이응고
되면서실리콘웨이퍼를연속적으로생산하는방식

이다. String에의한모서리안정성 (Edge stability)으
로 인해 Dendritic Web 방식에서처럼 온도 제어를
미세하게제어하지않아도된다. 이는 7 mm 정도의
높은 메니스커스 높이로 인해 기계적/열적 불균일
성이최소화되었기때문이다. 고순도의쿼츠도가니
를사용하기때문에리본의특성은 String의직경이
나순도에영향을받지만, String의부피에관련된문
제는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무시할만한수준이다.
SR법에서줄의두께나줄사이의간격등이최종리
본의두께나면적을제어할수있는변수가된다. 아
래로 오목한 메니스커스 형상으로 인해 String에서
핵생성된입자가있어리본중앙과가장자리의입경

크기에차이가발생하는문제점이있다. 

2.2  수평형성장기술
네덜란드 ECN (Energy

research Centre of the
Netherlands)의 RGS
(Ribbon Growth on
Substrate) 기술은 세라믹
스 기판위에 실리콘 용탕

저장부 (Reservoir)를위치
시켜 용융 실리콘을 채운

뒤 하부의 기판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송시키면

서 리본을 형성하는 방법

이다. 표 3의 개념도에서
보는바와같이, 저장부는용융된실리콘의저장장
소의역할을할뿐만아니라형성될리본의폭과높

이를결정하게된다. 성장계면 (Growth interface)의
면적이좁은 Type 1 방식과달리하부웨이퍼를통한
전도로 잠열 제거가매우 빠르며 성장 계면도리본

두께에비해매우넓어복사 (Radiation)에의한열방
출도 커서 웨이퍼 성장속도가 600 cm/min 정도로
매우 빠른 장점이 있으며, 계면에서의 열적편차가
적어열응력을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 하지만빠
른 성장속도로 인한작은 결정립 크기와 흑연소재

의 사용으로 인한 불순물혼입 문제가 제기되고있

다. 실리콘응고가완료된후냉각과정중에세라믹
스이송기판과실리콘리본의열팽창계수의차이로

인해분리가일어나서이송기판의재사용이가능한

것도이방식의장점이다. 
GE Energy의 MW (Molded Wafer, formerly

Silicon-Film at AstroPower) 기술은 낮은 잔류응력
(Low residual stress)과 주상정 구조 (Columnar-
grained structure)의 실리콘 박판을 저가로 제조하
기위해개발된성장방법이다. 500 ㎛이하의도핑된
실리콘 분말을 흑연과 같은 내화물 이송모듈위에

Doctor Blade로코팅후온도제어가가능한챔버안
을연속적으로관통하면서기판을형성하는방법이

다. 실리콘 분말의 코팅층이 있는 이송기판은 가열
챔버안으로이동되어수소혼합가스가충진된예열

부 (Pre-heating zone)를 제일 먼저 지나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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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직성장기술의 종류와 특징.

¶
Cell size : 4 cm2

종류 Dendritic Web Growth
Edge-defined Film-fed

Growth
String Ribbon

개념도

생산속도 (cm2/min) 21 136 13

입경크기단위 cm2 cm2 cm2

전지효율 (%)¶ 17.3 18.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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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의 온도는 보통 1400℃ 정도로 유지되며 실
리콘분말표면의자연산화막을제거하기위한구간

이다. 예열부를 빠져나온 이송모듈은 용융구간
(Melting zone)으로이동되어코팅층상부표면에서
하부쪽으로 50-90%를용융시킨다. 용융구간을빠져
나온이송모듈은액상의실리콘과성장된층이공존

하는 핵생성-성장구간 (Nucleation and growth
zone)으로이동하게되어실리콘기판의형상을가
지게되며입경이제어된다. 이구간은이송모듈상/
하부에위치한흑연기반의가열장치에의해서가열

되며일반적으로하부히터보다는상부히터의온도

가 높아 실리콘코팅층의 윗부분을 먼저 용해한 후

응고되기 때문에 코팅층의 윗부분부터 아랫방향으

로 응고하는 주상정 형태의 미세구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송모듈 상/하부의 온도를 제어하여 핵생
성과 성장거동을 제어하여 입경을 제어할 수 있다.
핵생성-성장구간을지난이송모듈은마지막으로응
력완화 (Stress relief)를위한어닐링구간 (Annealing
zone)으로 이동되어 약 1400℃ 정도의 온도로 열처
리된후최종기판으로제조된다. 이기술은 100 ㎛
이하의초박판도제조가가능하나다량의산소함량

으로확산거리 (Diffusion length)가짧아높은광전
변환효율은보이지못하고있다.
일본 Sharp社의 CDS (Crystallization on Dipped

Substrate) 기술은 1997년부터기술개발에착수하여
현재 156 × 156 mm 크기의 웨이퍼를 1,825
cm2/min의 생산속도로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수직성장법의

단점인 낮은 생산속도와

기존의 수평성장법의 단

점인 대형 웨이퍼를 제조

할수없다는단점들을모

두해결할수있는기술이

라발표하였다. 본기술은
실리콘 용융온도 미만으

로 가열된 내화 기판

(Refrac-tory substrate)을
실리콘 용탕표면에 접촉

시키면 기판 표면의 실리

콘막은기판을통한잠열

제거로 균일하게 막이 형성되면서 고화된다. 막이
형성된 내화 기판을 상온까지냉각하면 실리콘 막

과 내화 기판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내화기판

표면에 형성된 실리콘 막은 분리된다. 분리된 실리
콘막은레이저를이용해적당한일정크기로절단되

어최종다결정실리콘웨이퍼로사용된다. 본기술
을활용할경우두께 300 ㎛, 크기 156 x 156 mm급웨
이퍼한장을제조하는데 8초의시간이소요되며, 이
는절단공정을수반하여제조된 200 ㎛두께의웨이
퍼와비교할때 50%의생산단가를저감시킬수있다
고보고하였다. 급속후열처리에의해 200 ㎛이상의
소수운반자 확산거리 (Minority carrier diffusion
length)를 나타내는 웨이퍼지만 1 mm 미만의 입경
크기로인해높은광전변환효율은나타내지못하고

있다.

3. 결 론

신재생에너지중에서매우빠른속도로성장하고

있는태양광산업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많은

나라들이경쟁하고있는주요산업이다. 기술의발전
과누적설치량증가로인해그리드패리티도달시점

이 앞당겨지고 있어 더욱 치열한경쟁양상은 자명

한 일이다. 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핵심수단
이 전지의 저가화 기술이며, 특히 태양전지의 단가
구성비에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잉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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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평성장기술의 종류와 특징.

¶
Cell size : 4 cm2

종류
Ribbon Growth on

Substrate
Molded Wafer

Crystallization on
Dipped Substrate

개념도

생산속도 (cm2/min) 10,140 4,680 1,825

입경크기단위 < mm2 mm2 < mm2

전지효율 (%)¶ 13.4 14.0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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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 관련 분야의 저가화 기술이 가장 시급하다.
이러한관점에서기존의잉곳성장및절단방식으로

손실되는 Kerf-loss 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
는 리본성장기술은 잉곳/웨이퍼 저가화 기술의 핵
심이될것이다. 다양한실리콘리본성장기술이개
발되고있지만저가화를목표로개발된기술인만큼

생산성극대화에초점을맞춘수평성장기술이더욱

각광을받고있다. 이는이미상용화되어있고기술
장벽 높이가 높은 수직 성장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최근수평성장기술개발에착수한것을보더라도알

수 있다. 하지만 수평성장기술의 단점인 웨이퍼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공정기술 개발이 필요

하며, 이러한 기술은 태양광 산업에서 획기적인 전
환기술로작용하여경쟁력확보에상당히기여할것

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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