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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나노기술과주사탐침현미경 (SPM)
이제는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나노기술

(NT, Nano Technology)'이란용어는원자나분자정
도의작은크기단위에서물질을합성하고, 조립, 제
어하며혹은그성질을측정, 규명하는기술을말한
다. 일반적으로는크기가 1 내지 100 나노미터범위
인 재료나 대상에 대한 기술을 나노기술로 분류한

다. 이러한 나노기술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은 나
노미터수준의물성, 구조및성분을계측하고분석
해내는 기술이다. 나노 계측 기술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주사탐침현미경 (Scanning Probe
Microscopy, SPM)기술은 현재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여러 박막재료들의 표면형상, 구조, 물리적 화학적
특성등을계측하고분석하는박막분석용계측기술

이며, 현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
에 그 수요가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나노분

석기술이다. 
SPM은 다양한 고체 시료 표면에 뾰쪽한 탐침

(tip)을매우가깝게접근시켜 Scanning할때시료와
탐침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물리량(힘 또는 전류)의
변화를 측정 및모니터링 하여 얻은 정보를처리하

여시료표면의형상과물리적특성을 2차원또는 3
차원 이미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1,2]. 이러한
SPM은광학현미경이나 SEM과같은전자현미경보

다분해능 (resolution)이우수하다고알려져있는데,
수평분해능 (lateral resolution)은 약 0.1 nm 미만이
고수직분해능 (vertical resolution)은수평분해능보
다더정밀한 0.01 nm 정도이다. 또한 SPM은단순히
나노미터크기의작은물체를관찰하는현미경기능

뿐만아니라, 분석하고자하는시료의전기적, 자기
적특성이나, 기계적특성의관찰및측정이가능하
다는장점을지니고있기때문에다양한학문분야에

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국소
영역의 형상 (topology)과 재료의 물리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나노미터 스
케일에서 물질의구조적 특징을 파악할수 있는 정

보를제공해준다. 이와더불어상압이나진공, 액체
속에서도측정이가능하고시료의온도도 -150℃ ~
300℃범위내에서가변이가능하며, 측정전후에시
료의파괴가일어나지않는장점이있다.

SPM으로 대표되는 나노 탐침 기술은 초기에 개
발된 STM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에여러
가지 물리적 원리를 적용하여 매우 다양한 모드가

개발되어있는상황이며, SPM의모드별분석영역에
대해간략히알아보면다음과같다.
가장 기본적인 STM과 AFM (Atomic Force

Microscopy), DFM (Dynamic Force Microscopy)
등은 시료 표면의 형상을 관찰하는데 사용된다.
Conductive-AFM의경우전도성탐침을사용하며,
인가된 전압에 의한 전류의 흐름을 검출하여, 2차
원의 current mapping이 가능하며 국부적인 영역
에서 I-V특성을측정하여전기적특성을분석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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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DFM의경우 topology를통한표면형상과함
께 phase (위상)의변화를관찰하면표면물질의조
성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있다. 표면 포텐셜의 분포

를 검출하여 이미지화하

는 KFM (Kelvin Force
Microscopy)과압전현상
에의한변위를검출하는

PFM (Piezoresponse
Force Microscopy)의 경
우강유전또는압전물질

의특성분석에주로사용

된다 . SCM (Scanning
Capacitance Micro-
scopy)과 SSRM (Scan-
ning Spreading Resis-
tance Microscopy)의 경
우전도성탐침아래영역

의정전용량과저항의변

화를검출하여시료의도

핑농도나 불순물 분포를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하
지만이러한여러 SPM모
드의 분석영역이 한정되

어 있는 것은 아니며, 연
구하고자하는대상에따

라여러모드를다각적으

로활용하여측정할때더

욱강력한분석방법이될

수있다. 

2. 태양광 소자 및
재료 분석을
위한 SPM 기술

2.1  Conductive-AFM
(C-AFM)과 I-V
Spectroscopy 

C-AFM은 AFM의 변
형된 형태이므로 일반적

인AFM과마찬가지로 contact mode에서측정되며,
표면형상 측정과 동시에 전류 이미지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표면형상 이미지는 탐침과 시료표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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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양한 SPM Mode의 분석 대상 및 응용 분야.

SPM Mode 분분석석대대상상 응응용용분분야야

AFM (Contact)
Bulk, 박막, Nanowire 등
Nano material의표면형상

표면거칠기

Grain 분석
3차원, 거리, 높이
Phase 및물질구분DFM (Non-contact)

STM 표면형상관찰 전도성시료

Conductive AFM 전도성재료

I-V 특성
Charge trap
Breakdown Voltage

Photoconductive AFM 태양광소자및재료 나노광전특성

KFM
(Kelvin Force Microsco.)

유전체, 강유전체의유전특성
및반도체표면의전하분포

Doping type 및농도
강유전특성분석

MFM
(Magnetic Force Micro.) 자성재료표면의자기장분포

Magnetic domain 분석
Domain switching 분석

FFM
(Frictional Force Micro.)

Bulk, 박막, Nanowire 등
Nano material의기계적특성

마찰계수

상대적경도

상이물질구분

SCM
(Scanning Capacitance

Microscope)

유전체, 강유전체및반도체
표면의도핑농도및정전용량

Doping type 및농도
강유전특성분석

C-V 특성

PFM
(Piezoresponse Force Micro.) 압전재료의압전특성

압전Domain 분석
압전분극Vector 분석

그림 1. AFM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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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거리를 feedback loop를이용해일정하게유지
함으로써 얻지만, 시료의 전류 이미지는 탐침과 시
료간의전류를직접측정하여얻는다. C-AFM 측정
을위한시료준비는매우간단하며, 측정조건도까
다롭지않아학술연구뿐만아니라산업현장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C-AFM으로 수백 펨토에
서 마이크로암페어 범위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으

며, 측정된전류이미지를통해시료표면의위치별
전도성차이를구분해낼수있다. C-AFM은표면형
상측정과동시에전류이미지를얻기때문에유전

박막, 강유전체, 나노튜브, 전도성폴리머등도체또
는저항을가지는시료의전도특성을측정하는매

우 유용한 분석법이며, 다양한 재료의 전기적 특성
분석에활용된다 [3]. SPM 장치마다차이는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속이 코팅된 전도성 탐침이 접지

(GND)역할을하며, 시료와탐침사이에 DC전압을
인가하여, 내장된 Pre-amp로탐침과시료사이에흐
르는전류를측정한다. 

SPM의 또 다른 전기적 특성분석 기법은 I-V
Spectroscopy이다. I-V Spectroscopy 모드는전기적
특성분석을위해시료에인가된 DC 전압의변화에
대응하는전류값의그래프 (I-V curves)를측정하는
데사용된다. 전류이미지에서밝기차이로구분되는
전도성이 서로 다른 국소영역의 전기적 특성을 I-V
curve를측정하여분석할수있다. 그림 3의 (a)와 (b)

는 C-AFM으로측정된전
류 이미지와 I-V Spectro-
scopy로 측정된 I-V 커브
를보여준다. 

C-AFM 기술은많은연
구분야에서응용된다. 반
도체물질또는폴리머박

막의구조와전하수송특

성의 연관성을 연구하거

나,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CdTe/CdS와 같은 물질
의 국소 영역에서의 전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 C-AFM이 응용된다
[4-6].

<< 테마기획 : 태양전지

그림 2. Conductive AFM의 측정 원리.

그림 3. (a) MTJ cell의 Topology 이미지와 Current
이미지. (b) 전도성 탐침을 이용한 Single cell
의 I-V Curve 측정결과.

그림 4. Photoconductive AFM 시스템 구성도와 MDMO-PPV/PCBM
(20:80 Ratio) 필름의 AFM Topology 이지미 (a), 광전류 이미지

(b). 광전류 측정에서 파장은 532 nm, 세기는 104 Wm-2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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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hotoconductive AFM (PC-AFM)
Photoconductive AFM은 최근에 태양광소자의

특성분석을 위해 개발된 SPM의 한 종류이다 .
Conductive AFM의원리와장치를기반으로구성되
며, 추가적으로 태양광소자에 빛을 조사할 수 있는
light source가 부착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light
source가 시료 아래쪽에 위치하여 투명전도막
(TCO)을통해빛이시료에조사될수있는구조이다
(그림 4). 이 장치를 통해 나노스케일에서 태양전지
의 광변환 효율을 분석할 수 있으며 , phase
separation, charge generation, charge transport 및
charge collection에대한가시적인분석이가능하다.
또한 파장을 조절할 수 있는 단파장 light source를
채용하면, 시료의 photocurrent 생성에영향을미치
는 morphology와 빛의 파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
하는데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2.3  Kelvin Force Microscopy (KFM)
KFM이란비접촉 (non-contact) AFM의한종류이

다. 시료와전도성탐침사이에전압을인가하면정
전기력이발생하는데. 탐침이시료표면을스캐닝하
는동안표면전하의영향으로탐침에작용하는정전

기력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전기적 힘은 결
과적으로 캔틸레버의 공명 주파수 (resonance
frequency)의변화로측정된다. KFM은매우다양한
응용범위를가지며, 초창기에는반도체표면의전하
및불순물의분포, 전기용량등의측정에이용되었
다. 특히국소영역의표면코팅재료나필름의전자
기적특성과전자소자성능과의상관관계연구에널

리응용되고있다. 
KFM의 물리적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질 표면에 정전기적인 에너지가 있
을 경우 탐침을가까이 가져가면 원자간의 인력과

정전기력에의한영향을동시에받게되는데다행히

도이두가지힘의성질이서로다르기때문에구별

이가능하다. 즉, 원자간의인력은짧은범위의힘이
어서 물질 표면 가까이에서만 크게 작용하며 force
gradient도큰반면에전기력은긴범위의힘이므로
멀리까지는작용하지만 force gradient가아주작다.

따라서 물질 가까이에서 힘의 크기를 측정해 표면

형상을 얻고, 다시 멀리 떨어져서 측정함으로써 정
전기적표면전위를얻을수있다. 물질의표면이일
정한표면전위 Vsurf를가지고있다고가정한다면탐

침과 물질의 표면 사이와의 거리 z에 대한 함수로,
다음과 같이 정전기력이 나타나게 된다 [7]. C는
Capacitance이다. 

탐침에 ac 바이어스를 인가해 주었기 때문에, 탐
침과 표면 사이에 생기는 힘은 DC 요소인 Fdc와 첫

번째조화진동요소인 F1w, 그리고두번째조화진동
요소인 F2w를가지게되며이들을각각나누어써보

면다음과같다. 

이식에서볼때 2w성분은물질표면의전위Vsurf
와는무관하므로 lock-in amplifier를써서 2w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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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FM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원리.



전기전자재료 제24권 제10호(2011년 10월) 4411

취해 z방향의 스캐너로 피드백 해주면 C값이 일정
할경우표면의형상을얻을수있다. 또한외부에서
걸어준직류전압 Vdc가시료의표면전위 Vsurf와같

을때에w성분의힘이 0이되므로또하나의 lock-in
amplifier로w성분을취하여Vdc를조정하여w성분
이 없어지도록 하면 이 때의 Vdc로부터 표면 전위

Vsurf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에 그 원리도를
간략히나타내었다.

3. 태양광 소자의 SPM 특성분석 동향

본절에서는앞서서술한 SPM의여러가지분석
기법이실제로 태양광 소자 및 관련재료 분석에 어

떻게활용되는지해외사례와본연구실에서수행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크게 3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한다. 

3.1  Si 박막및투명전도막전도특성분석
수소화된나노결정실리콘 (nc-Si:H)은최근낮은

제조비용대비높은효율로 a-SiGe:H를대체할것으
로기대되는재료이다. 이재료의뛰어난장파장응
답성은보다높은효율의태양광변환성능을제공한

다. 그러나 nc-Si:H의전기적특성및광특성과관련
된많은 이슈들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

이다. nc-Si:H 박막의성장은성장조건과기판의상
태에따라큰영향을받는다. 이박막은결정질실리
콘 (c-Si) 그레인과그레인경계그리고 a-Si:H 조직이
혼합된복잡한헤테로지니어스미세구조를가진다.
이러한미세구조는복잡한전하수송특성을지니며,
전기전도와관련된주된연구대상은박막에서의전

하이동 경로에 관한 것이다. 박막의 국소영역에서
나타나는전자이동특성을분석하기위해C-AFM이
사용된다.

C-AFM 분석결과 Academy of Sciences of the
Czech Republic의 Rezek 연구팀은전류가박막내의
원주형태의작은실리콘단결정을통해흐른다고주

장한반면 [8], The Hebrew University의 Azulay 연
구팀은전하이동이주로작은실리콘단결정을둘러

싸고 있는 불규칙 구조의 물질을 통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9]. 또한 University of Bologna의
Cavallini 연구팀은 등은 자체적인 C-AFM 결과를
토대로다른메커니즘을제안하였는데그것은전류

가전기적네트워크를구성하는나노결정의집합체

를 통해 흐른다는 것이다 [10]. 이밖에도 Nar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Machida연구
팀은수소화처리가다결정실리콘박막의전도특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결정 실리콘 박막
을 수소화 처리하기 전과 후에, 표면형상과 전류이
미지를측정하여비교하고, 자세한분석을위하여 I-
V Spectroscopy를측정하였다. 그결과수소화처리
후, 그레인에서의전도메커니즘은반도체물질에서
의 전도 메커니즘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반
면, 그레인 경계에서의 전도 메커니즘은 금속에서
일어나는전도메커니즘과유사하며, 그레인경계에
존재하는 전기적 결함에 영향을 받은 호핑전도

(Hopping conduc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11].

SnO2와 ITO와같은투명전도막 (TCO)은태양전
지셀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특히, ITO의경
우 유기태양광소자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전극재

료이다. 이러한TCO 박막의미세구조와전도특성은
태양광소자의광전특성에커다란영향을미치기때

문에 이를 개선하기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있

다. 국민대학교의 신현정 교수 연구팀은 C-AFM,
KFM과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분
석법을이용하여 ITO의전자구조와전도특성에대
하여 분석하였다. C-AFM을 이용한 전류이미지를
통해 ITO박막의 표면은 전체적으로 Ohmic 특성을
보이지만부분적으로비전도성영역이존재함을확

인하였고, F-와같은강한마이너스이온의흡착으로

인해 박막 표면에 전자 공핍영역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전기전도특성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

다 [12].
요즈음 ITO가유기태양광소자의연구및개발에

공범위하게사용되고있지만, 희토류인인듐의공급
량부족으로인해 ITO를효과적으로대체할수있는
대체TCO 연구개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어 Fluorine Tin Oxide (FTO)은다양한후보
물질중에서가장주목받은대체물질로떠오르고있

<< 테마기획 :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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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6은 C-AFM으로측정된 FTO와 ITO의표면
형상과전류이미지를비교한것이다. 그림에서 FTO
가 더 큰 그레인으로 이루어져있어 표면 거칠기가

크고 표면전도도가 덜 균일하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SPM을이용한광전효과측정
3세대 태양전지의 하나인 유기태양전지는 광변

환특성이기존의실리콘기반태양전지에비해상대

적으로우수하지못하지만, 매우저렴한제조비용과
플렉시블한형태로제조가가능한특성때문에활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벌크 헤테로 접합 (bulk
heterojunction) 유기태양전지의 경우 지난 수년 간
그효율이매우빠르게향상되고있으며, 이와관련
된광물리현상에대한연구및분석이활발히수행

되어왔다. 특히, 생성된엑시톤 (excitons)을분리하
여 전자 및 홀을 양쪽전극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광활성층 내의 나노구조에 대한 분석과 역할

규명이중요한이슈였지만현재까지실험적으로이

를규명한예는없었다. 최근이와관련하여, 미국의
University of Maryland와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연구원들은유기태양전
지의재료로많이사용되는 P3HT와 PCBM 혼합물
질표면의나노스케일표면형상이광전류에미치는

영향을 SPM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13]. 연구팀은 Photoconductive-AFM을나노크기의
전극에 접촉하여 P3HT-PCBM 박막에서의 광전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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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기태양전지용 전도성 폴리머 (PEDOT:PSS)
투명전극의 (a) Phase 및 (b) Current 이미지
분석결과.

그림 6. C-AFM으로 측정된 FTO와 ITO의 Topology
와 Current 이미지.

그림 7.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위한 FTO전극의 (a)
Topology 및 (b) Current 이미지. FTO층 위
에 그래핀 혼합물질이 코팅된 전극의 (c)
Topology 및 (d) Current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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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법과는 달리 리

소그래피 공정을 사용하

지 않음으로써 표면을 보

다정확히분석할수있었

다. 그결과몇몇부분적으
로 고효율 특성을 나타내

는 지점들을 제외한 나머

지 영역에서 효율이 불균

일한특성을보였으며, 이
로 인해 유기태양전지의

전체적인 효율이 낮아진

다는사실을밝혀냈다. 특
히, 효율이 낮은 지점이
P3HT가많이포함되어있
는 지점임을 발견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P3HT의맨윗부분표면을
제거하고 다시 특성을 분

석하여 전체적인 효율 특

성이 박막 내부에서 기인

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특

성으로부터기인한다는것을확인하였다. 
또 다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University of

Washington의연구팀은KFM과 light source가결합
된 SPM을 제작하여, 태양전지의 표면 형상과 광변

<< 테마기획 : 태양전지

그림 9. (a) Ag Nanodot array가 증착된 OPV 박막의 AFM 분석결과.
Nanodot의 평균 직경은 300 nm. (b) Ag Nanodot array를 가
로지르는 점선영역의 단면 프로파일 (c) Short circuit
illumination 조건에서 측정된 Photo response 이미지 (Scan
size 4.5 μm × 4.5 μm) (d) (Inset) 5개 Nanodot의 Dark I-V
특성곡선, (Main) 빛 조사상태에서의 I-V 특성곡선.

그림 10. (a) F8BT/PFB 혼합 고분자 박막의 AFM
Topology 이미지. 움푹 들어간 부분에 PFB
가 많은 부분이다. (b) 각점에서 광여기 전하
축적에 대해 역 지수함수 시간상수를 플롯하여
얻어진 광여기 전하 축적 속도 맵핑 이미지.
어두운 링들은 느린 천하 축적 영역을 나타내
며, 전하 발생이 고분자 영역간의 계면에서 가
장 느리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그림 11. 투명 ITO 전극을 통해 LED 펄스가 조사된 고
분자 혼합물의 SPM 측정 개념도. 박막표면에
서의 전하 축적은 주파수 변조 피드백을 이용
해 바이어스된 정전기력 현미경 팁에 의해 측
정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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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효율간의상관관계를규명하였다 [14]. 연구책임
자인 David Ginger는 나노구조의 태양전지 박막
(photovoltaic film)의표면에서광전효율이높은영
역과상대적으로낮은영역을구별할수있으며, 100
nm 미만의충분한공간분해능으로유기태양전지
에서 발생하는 광여기 전하축적 (photo-induced
charge buildup)을측정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탐침 하부에 빛에 의해여기된 전하

가 축적되는 속도와 영역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는 나노스케일의 국소영역에서 재료의 광전효율을

평가하는객관적인지표가마련되었음을시사한다.
또한, 광여기전하축적과정을직접영상화하는기술
은보다효율이향상된광변환재료및유기태양전

지개발에커다란기여를할것으로예상된다.

3.3  KFM을이용한접합영역분석
스위스의 D.Domine 연구팀은 KFM을 이용하여

태양광을흡수하여전기로변환하는광흡수층의미

세구조와전기적특성을분석하였다 [15]. 연구팀은

표면이 텍스쳐링된 ZnO층 위에 증착된

Microcrystalline silicon (μc-Si:H) p-i-n 태양전지의
단면시료를 KFM으로 분석하였다. 단면 시료는 단
순한절단과정과기계적연마를통해제작되었으며,
시료에인가되는전압 (Vbias)의차이에의해발생하
는 전기장 변화를 KFM으로 측정되는 포텐셜 프로
파일을통해분석하였다. 그결과 Vbias에의해발생

하는전기장의크기가μc-Si:H 클러스터에따라서불
균일하게분포한다는사실을규명하였다. 연구팀은
각각의 클러스터가“격리된 나노다이오드”의 역할

을 하며, 생성된 전기장의 변화는 p-i 또는 i-n 계면
근처의진성μc-Si:H 층내부의약 500 nm 이내로한
정된범위에서발생한다는사실을밝혀냈다. 이러한
사실은μc-Si:H 클러스터내부에서 TEM으로관찰된
넓은결정질나노그레인의성장축을따라서확산의

영향을받은전하의이동이일어난다는가설을뒷받

침하는 것이다. 또한 격리된 클러스터의 전기적 거
동은클러스터주위의크랙과클러스터경계면의결

함에 영향을 받는다. 단락된 상태와 순방향으로 전
압이 안가된 상태에서 측정된 KFM 이미지를 분석
한 결과클러스터 경계면은 낮은표면전위 값을 지

님을확인하였고, 그원인은보론(Boron)에의한클
러스터경계면의오염또는결함에의한표면전자상

태의차이때문이라고분석하였다. 그림 12는 KFM
으로분석된단면시료의 topology와포텐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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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 μc-Si:H p-i-n Solar cell의 AFM
Topology 이미지 (b) Short-circuit 조건에
서의 KFM 이미지, (c) Forward-bias인가
상태의 KFM 이미지 (d) Reverse-bias인가
상태의 KFM 이미지.

그림 13. (a) Forward-bias 인가 조건과 (b)
reverse-bias 인가 조건에서 측정한 KFM
이미지에서 Short-circuit 조건 KFM 이미지
를 뺀 (Subtraction) 결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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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보여준다. 특히, 그림 13에서는서로다른타입의
클러스터로이루어져있음을확인할수있다. 

4. 결론 및 향후 전망

주사탐침현미경 기술은 1981년 G. Binnig와 H.
Rohrer에의해 STM이처음탄생한이래로여러가
지 SPM 모드가 개발되어 왔으며, 2000년대에 시작
된나노기술의첨병으로써나노기술발전에지대한

역할을수행해오고있다. 앞서살펴본것과같이태
양광소자제작에필요한기반재료를비롯하여금속

전극및투명전도막에대한 SPM 분석이활발히이
루어지고있다. 기존에는 SPM이나노스케일에서의
표면형상과이로인한전기적특성과의상관관계규

명에 주로 활용된 반면, 최근 개발된 Photocon-
ductive AFM은 나노스케일에서 직접 재료의 광전
효과를측정함으로써보다다양하고진일보한분석

이가능하게되었다.
PC-AFM 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 미래태

양광소자의주요트렌드로주목받고있는나노태양

광소자즉, 나노재료나나노구조물을이용하여수광
면적과광전효율을극대화한나노기술기반의태양

광소자와 나노기반 재료의 특성분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으리라기대된다. 또한, 현
재 활발한 연구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Si 기반
박막 태양전지 내부의 결정구조와 결함 그리고

CIGS 박막 태양전지 내부의 결정구조 및 결정계면
에서의전하거동과구성물질조성비율과의상관관

계규명에 SPM 기술이적용되고있으며, 이를통해
최고효율을위한최적의공정조건을확립하는데큰

기여를할수있다. 더나아가축적된최적조건에대
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불량태양광소자의 failure
analysis에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이밖에
도 저가 태양광소자를 위한 Si-ribbon 등 표면이 거
칠고불규칙한형태의태양광재료의도핑프로파일

과농도등기존의 SIMS나 4-piont probe로는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분야에 SPM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향후태양광기술분야에 SPM 기술이더욱
광범위하게활용되어두기술분야의발전에시너지

효과가극대화되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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