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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에서 계면 결함 밀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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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the interface defect density on silicon heterojunction sola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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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에서 계면 결함 도는 효율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계면 결함은 캐리어의 

재결합 위치로 작용하여, 계면 결함 도가 증가하면 재결합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흡수층으로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 (결정

질 실리콘)를 가능한 깨끗하게 세정함으로써, 또한 emitter로 쓰이는 비정질 실리콘을 낮은 데미지로 증착하여 계면 결함 도

를 감소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계면 결함 도의 감소가 어떠한 변화로 인해 태양전지 특성에 영향을 주는지 시물레이션을 

통해 알아보았다. n-type 웨이퍼에 p-type 비정질 실리콘을 emitter로 하여 TCO/p/i/n-type wafer/i/n/TCO/metal의 구조를 적용

했고, wafer 전면과 i로 쓰인 무첨가된 비정질 실리콘 간의 계면 결함 도를 변수로 적용했다. 그 결과, 계면 결함 도가 

감소함에 따라 재결합이 감소하여 태양전지 특성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흡수층의 장벽 (barrier height)이 높아져 재결합

을 더욱 감소시킴으로 인해 태양전지 특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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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임프린트 공정을 이용한 Ag 나노로드 제조 및 비정질 박막 태양전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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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nanorod manufacturing using nano-imprint lipography process and application of 
amorphous thin film sola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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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을 증가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입사되는 빛의 산란을 증가하여 태양

전지의 광흡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양극전극으로 사용되는 TCO층의 일정한 패턴 처리를 통하여 광산란

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방법을 사용하여 Ag 나노로드를 증착한 

기판을 제조하고 이를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적용하였다. 실험결과, 그림과 같이 높이와 너비가 300nm 정도로 일정한 

패턴의 Ag 나노로드를 제조하였다. 또한, 그 위에 증착된 Si 박막의 경우, 나노로드 전체를 감싸는 돔 형태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나노로드 위에 substrate n-i-p 구조의 비정질 박막 태양전지를 증착하고 그 특성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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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노 임프린트 방법으로 제조된 Ag 나노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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