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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in metal-embedding Schottky device was fabricated for an efficient photoelectric device. 

Semitransparent thick of 10 nm metal layers were deposited by sputtering of Ag and Ni on a Si 

substrate. The (111) N-type Si wafers with one-side polished, 450∼500 ㎛ and resistivity 1∼20 Ω·㎝ 

were used. High rectifying ratio about 100 from Ni-Schottky device was achieved. This design would 

provide an effective scheme for high-performing photoelectr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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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의 상업용 Si solar cell의 변환효율은 ∼20%에 

도달하 다. Solar cell 제작은 고온, 고압의 진공과 

고순도의 Si 재료를 필요로 했고, 이는 단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어왔다 [1,2].

Schottky junction을 이용한 소자는 기존의 

P-N junction solar cell과 달리 도핑 공정이 없어 

온 제작 공정에 합하다 [3,4]. 한, 속-반도체의 

간단한 구조로 인해 면  생산을 통한 원가 감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시

행되어 왔다. 재 Schottky junction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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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 분야는 Si를 체하기 한 GaN, InP, CdSe, 

CdS와 같은 Ⅲ-Ⅴ족, Ⅱ-Ⅵ족 화합물 기 과 

graphene layer을 이용한 소자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와 같은 공정은 값비싼 기술력과 추가 인 

공정으로 인해 태양 지의 변환효율은 높일 수 있으

나, 높은 생산단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하시킨다. 

추가 으로 기존의 P-type solar cell에서는 장시간

의 조사에 의한 붕소-산소 이 서로 결합, 불순물

 (impurity level)를 형성하여 carrier lifetime을 

감소시킨다. 결과 으로 solar cell의 효율이 기보다

감소하게 되는 열화 상 (light induced 

degradation, LID)이 발생한다 [5,6]. 이러한 LID를 감

소시키기 해서는 붕소와 산소의 농도를 일 필요

가 있다. 그러나 붕소의 농도를 감시키면 기 의 

resistivity가 높아짐으로 인해 직렬 항이 상승

하고, Voc가 감소하므로 solar cell 효율을 낮추게 된

다. 한, 산소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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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ot 제작 시 추가 공정을 필요로 한다 [7]. 이러한 

이유 때문에 N-type Si 기 을 이용하여 LID가 근본

으로 발생하지 않는 solar cell을 제작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N-type Si 보다 높은 일함수를 갖

는 Ni과 Ag 속을 사용하여 N-type Si 기 으로 

Schottky 소자를 제작하고 그에 따른 특징을 비

교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 이용한 기 은 비 항 1∼20 Ωcm, 결

정면 (111), 두께 475 ± 25 ㎛, 4인치 N-type Si 웨이

퍼로서 인으로 도핑된 기 을 사용하 다. 실험을 진

행하기에 앞서 세정 작업을 진행하 다. 세정작업은 

acetone, methanol, DI water에 순서 로 5분씩 

Ultrasonic cleaner로 세정한 후, N₂blowing으로 건조 

처리를 진행하 다. 실험에 필요한 속 박막을 증착

하기 해 SNTEK사의 Magnetron sputtering 

system을 이용하 다.

Cleaning

SiO₂ annealing

Al sputtering + firing

Al grid patterning

Metal sputtering (Ni or Ag)

Edge isolation

Fig. 1. Process sequence of the sample.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Schottky junction을 

이용한 소자의 제작 과정을 도식 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  후면에 Al을 이용하여 ohmic junction을 

형성한 후, Ar 분 기, 500℃에서 15분 간 Annealing 

하 다. 이후, 면에 열산화법으로 30 Å의 산화막을 

Ar 분 기, 600℃의 조건으로 성장하 다. 산화막 

에 진공 증착기를 사용하여 Ni 혹은 Ag을 면 

Schottky 속으로 이용한 소자에 후면 Al 극을 형

성하 다. 시편의 표면  단면을 찰하기 해 JEOL

사의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SM-7001F)

과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

하 다. 한, 기  특성을 찰하기 해 AIT사의 

sheet resistance measurement system을 이용하여 면

항을 측정하 고, McScience사의 K3100QX를 이용하

여 시편의  특성  특정 장 별 on-off ratio를 

측정하 다.

3. 결과  고찰

Schottky junction을 이용한 소자는 기존의 제

작공정보다 간단하다. 기  면에 특정 dopant로 도

핑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기 의 자친화도 ( , 

electron affinity) 보다 큰 일함수 (, work 

function)을 갖는 속을 면에 증착시킨다. 그다음

으로 기 의 ·후면과 옴성 을 만드는 속 극

을 증착시키면 Schottky 소자가 완성된다. 

Ni or Ag

Al

SiOx

n-Si

Al

Fig. 2. Structural diagram of the sample.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속과 실리콘 사이

에 SiOx층을 삽입한 Schottky 소자를 제작하

다. 속과 실리콘 사이에 annealing에 의한 산화층을 

삽입하게 되면 실리콘 벌크내부의 불순물에 의한 재

결합 손실이 게 되어 passvation 효과를 볼 수 있

다. 추가 으로, Ni과 Ag의 일함수는 각각 4.5 e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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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nergy band diagram of Schottky junction with a 

SiOx layer.

(a) Ni

Ag(b)

  

    

Fig. 4. Cross-sectional-view (left) and top-view (right) 

images by SEM: (a) the surface of Ni and (b) the surface

of Ag.

4.3 eV이므로, 속의 일함수와 Si의 자친화도 차이

인 SBH (Schottky barrier height)는 각각 0.45 eV 

(Ni)와 0.25 eV (Ag)가 된다. SiOx층을 형성함으로써 

SBH를 높여 큰 내부  (built-in potential)을 만들 

수 있다 (그림 3).

그림 4는 (a) Ni과 (b) Ag가 증착된 시편의 단면과 

표면을 SEM으로 측한 사진이다.

Si(111)

Si(03-1)

Si(02-2)

Al(111)

Al(200)

Si(111)

Si(02-2)

Ag{111}

(b) (c)

N-type Si sub.

SiOx

Ni

2nm

Al

(a)

Si (111)

Al (200)

   

Fig. 5. (a) Cross section TEM images of Ni sample,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pattern of (b) 

Ni, (c) Ag.  

그림 4에서 면 Schottky 속 (Ni 혹은 Ag)의 

단면을 비교했을 때 Ag보다 Ni이 증착된 단면이 더 

균일하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Ni과 Ag

에서 Ag가 증착된 표면의 morphology가 더 균일한 

것을 확인하 다.

그림 5는 TEM으로 측한 시편의 단면과 각 속

별 SAED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pattern이

다. 그림 5에서 N-type Si 기 에서는 (111) 방향의 단

결정 (single crystal) 격자구조의 층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산화층에서는 약 3 nm의 비정질 (amorphous)

의 SiOx층이 형성되었다. 한, Al은 일부 결정이 

(200) 방향을 갖는 다결정 (polycrystal)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 다. 소자의 다이오드 특성을 알아보기 해 

암상태에서의 I-V 측정을 하여 결과를 그림 6에 정

리하 다. 비교 결과는 Ni-Schottky 소자의 설 류

가 2.01 ㎂이고 Ag-Schottky 소자의 설 류는 1.95 

㎃로, Ni이 증착된 시편의 설 류가 약 1,000배 정

도 낮았다. Ni와 Ag의 면 항은 각각 877.5 Ω/□과 

6.23 Ω/□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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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Dark I-V characteristics of Schottky devices: (a) 

Ni/SiO₂/n-Si and (b) Ag/SiO₂/n-Si.

(a)

(b)

Fig. 7. Current characteristic graph when 1,100 nm light 

was given on (a) Ni/SiOx/n-Si and (b) Ag/SiOx/n-Si.

한, rectifying ratio를 +1 V와 –1 V일 때의 류비

( )로 정의하 다. Ni-Schottky 소자는 rectifying 

ratio값이 93.33 정도로, Ag-Schottky 소자는 12.86인 

것과 비교하면, 약 7배 더 뛰어난 정류 특성이 높은 

것을 확인되었다. 이는 SBH의 값이 클수록 설 류

를 효과 으로 감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그림 7은 Ni/SiOx/n-Si와 Ag/SiOx/n-Si 샘 에 

1,100 nm 장 의 빛을 조사시켰을 때의 류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양자효율 측정기를 이용하여, 

1,100 nm를 조사하여 소자에 한 반응으로서, 빛

에 한 소자의 반응 류 (Ilight)와 빛이 조사되지 않

았을 때의 류 (Idark)의 값으로 표 된다. Ni 

Schottky 소자는 반응 류가 최  75 mA이며, 

Ag Schottky 소자의 반응 류는 12 mA인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해당 속이 실리콘과 이루는 SBH와의 연

성이 있다. Ni-Si SBH값 (0.45 eV)은 Ag-Si의 SBH 

(0.25 eV)값보다 크다. 이는 속과 실리콘과의 합

에서 발생하는 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빛의 조사로 발생한 캐리어 (photocarriers)의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직 인 인자이다. 이

에 따라, Ni-Si 소자에서 더 큰 류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이번 실험에서 두 가지 다른 속을 이용한 

Schottky junction 소자를 제작하 으며, 속

-실리콘 계면의 특징을 확인하 고, 다이오드  

학  특성을 분석하 다. Magnetron sputter 증

착 방식을 이용하여, 빛이 투과할 수 있는 얇은 

Schottky 속 박막을 실리콘에 증착하여 빛에 

효과 으로 반응하는 소자 제작을 확인하

다. 

Ni-Schottky 소자는 Ag-Schotky 소자에 비해 

설 류가 1/1,000배 정도로 낮았고, 그에 따라 

뛰어난 rectifying ratio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다. 실리콘과 속 간의 일함수 차이에 기인하는 

SBH값은 Schottky 소자의 특성을 제어하는 요소

이며, 인가된 빛에 한 감응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단된다. 이러한 속-반도체 Schottky 소

자를 이용하여, 특정 장에 감응이 높은 센서 

기술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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