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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기전력소자 및 그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의 일실시예로서 투명층이 제1층 영역만으로 구성된 경우를 도시한 개략
단면도.

제2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의 일실시예로서 제1층 영역이 요철구조인 경우를 도시한 개략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의 일실시예로서 제2층 영역이 요철구조인 경우를 도시한 개략단면도.

제4도(a) 및 제4도(b)는 실리콘과 금속간의 계면에서의 반사율에 한 ZnO의 효과를 도시한 도표로서, 각
각 제4도(a)는 ZnO가 없는 경우, 제4도(b)는 ZnO가 있는 경우,

제5도는 요철구조에 의한 광기전력소자의 분광감도의 개선을 나타내는 도표.

제6도는 본 발명의 이면반사층을 제조하기에 적합한 스퍼터링장치의 개략단면도.

제7도는 본 발명의 투명층이 단층 또는 제1층 영역으로 구성된 경우의 이면반사층을 제조하기에 적합한 
스퍼터링장치를 도시한 도면.

제8도는 본 발명의 제1층 영역이 요철구조인 경우의 이면반사층을 제조하기에 적합한 스프터링장치에 개
략단면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제2층 영역이 요철구조인 경우의 이면반사층을 제조하기에 적합한 스프터링장치에 개
략단면도.

제10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의 다른 실시예로서 투명층이 제1층 영역만으로 구성된 경우를 도시한 
개략단면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의 다른 실시예로서 제1층 영역이 요철구조인 경우를 도시한 
개략단면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의 다른 실시예로서 제2층 영역이 요철구조인 경우를 도시한 
개략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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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도(a) 및 제13도(b)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를 축전지에 이용한 개략도 및 개략전개도.

제14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를 이용한 축전지의 사용예의 등가회로도.

제15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를 이용한 인공위성용 태양전지의 접속부의 개략도.

제16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를 이용한 인공위성의 개략도.

제17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를 이용한 파형지붕재의 개략확 도.

제18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를 이용한 파형지붕재의 개략도.

제19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를 이용한, 소자의 면적을 변경함으로써 집전전극밀도가 가변하는 태양
전지모듈의  개략도.

제20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를 이용한 자동차의 개략도.

제21도는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의 자동차에의 응용에의 등가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한 부호의 설명

101,404,701 : 기판                             102,702 : 금속층

103,703 : 투명층                                 103a,103c,703a,703c : 제1층 영역

103b,103d,703b,703d : 제2층 영역    

104 : 반도체접합층105,705,709 : n형 a-Si층

106,710 : i형 a-Si층                          107,707,711 : p형 μc-Si층

108,712,1712 : 투명전극                    109,713,1713 : 집전전극

401 : 퇴적실                                       402 : 가스도입관

403 : 배기밸브 

405,607,608,608a,608b,608c,608d : 히터  

406 : 애노드                                       407,609,610,610a,610b : 목표물

408 : 캐소드                                       409 : 전원

410 : 플라즈마                                    601 : 스테인레스 스틸시트롤

602 : 스테인레스스틸시트                    603 : 기판공급실

604 : 금속층 퇴적실                            605 : 투명층 퇴적실

605a : 제1층 퇴적실                            605b : 제2층 퇴적실

606 : 감기실                                       704 : 하부셀

706 : i형 a-SiGe층                            708 : 상부셀

1501 : 축전지용기                              1503 : 양극단자

1503 : 역류방지용 다이오드                1504 : 음극판

1505 : 양극판                                    1506 : 세퍼레이터

1507 : 뚜껑                                       1508 : 패킹

1509 : 안전밸브                                 1510 : 축전지

1511,1707,1702,1903,1904,2001,2002,2101,2401,2402: 광기전력소자

1512 : 외부전하                                 1513 : 그리드전극 

1703,2006 : 절연막                           1704 : 노출된 기판부 

1765,2005 : 구리시트                        1706 : 폴리이미드막 

1707 : 폴리에스테르 필름                   1901 : 인광위성본체 

1902 : 축                                           2003 : 파형판 

2007 : 못구멍                                    2008 : 구리시트의구멍 

2209 : PVA수지층                             2010 : 불소수지층 

2102,2105 : 지붕재                           2103,2104 : 직렬접속부 

2108 : 융기부                                    2201,2202 : 광기전력소자편 

2203,2204 : 집전전극                        2301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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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 광기전력소자모듈                    2403,2404 : 다이오드 

2405 : 축전지                                    2406 : 환기팬 

2407 : 스위치                                    2408 : 감온센서 

2409,2410 : 전류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변환효율이 높고, 신뢰성이 높으며, 양산이 용이한 광기전력소자 및 그외 제조방법에 관한 것
이며, 또, 상기 광기전력소자의 일례로서의 태양전지를 이용한 축전지, 인공위성, 지붕재료, 태양전지모
듈, 자동차등에 관한 것이다.

인류의 이제까지의 에너지원으로서, 그 사용결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등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한 
것으로 여겨지는 선유나 석탄등의 화석연료 및 예기치 않은 사고의 경우 또는 정상의 운전시에도 방사선
의 위험이 없을 수 없는 원자력에 전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각종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해
서,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하는 태양전지는, 지구환경에 한 영향이 매우 적어, 광범위한 응용이 
기 되고 있다. 그러나, 현상태에 있어서는, 이러한 태양전지의 실용화를 저해하는 몇몇 문제점이 있다.

태양력발진용으로서는, 단결정 또는 다결정의 실리콘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광기전력소자의 일례로서의 태양전지는 결정의 성장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요하며, 또 그
후에도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므로, 양산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저가격으로의 공급이 곤란하였다. 한편, 
무정형 실리콘(이하 a-Si로 표기)이나 CdS 또는 CuInSen등의 화합물반도체를 이용한 소위 박막반도체 광
기전력소자가 활발히 연구,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광기전력소자는, 유리나 스테인레스스틸 등의 저렴한 
기판상에 필요한 만큼의 반도체층을 비교적 간단한 공정으로 형성할수 있어, 저가격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박막반도체 광기전력소자는 태양광에 한 변환효율이 결정성 실리콘 광기전력소자
에 비해 낮고, 또한 장기간의 사용에 한 신뢰성도 낮기 때문에 실용화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박막반
도체 광기전력소자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시도가 행해져 왔다.

그중 하나가, 반도체층에 의해 흡수되지 않았던 광을 다시 상기 반도체층으로 귀환시켜 입사광을 유효하
게 사용하기 위한 이면반사층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투명한 기판을 통해 광을 입사시키는 경우에는, 
반도체층의 표면상에 형성하는 전극을 은(Ag),  알루미늄(Al)이나 구리(Cu)등의 반사율이 높은 금속으로 
형성하고, 또, 반도체층의 선단측으로부터 광을 입사키는 경우에는, 반사율이 높은 마찬가지의 금속층을 
기판상에 형성한 후에 반도체층을 형성하면 된다.

또한, 금속층과 반도체층 사이에 적절한 광학적 성질을 지닌  투명층을 설치하면, 다중간섭효과에 의해 
더욱 반사율이 높아질 수 있다. 제4도(a)는 실리콘과 각종 금속사이에 이러한 투명층이 존재하지 않는 경
우 이며, 제4도(b)는 실리콘과 각종 금속사이에 투명층으로서 산화아연(ZnO)층을 설치한 경우의 반사율의 
향상을 나타내는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투명층은 또한 광기전력소자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일본국 특공소 60-41878호 공보
에는 이러한 투명층을 이용함으로써 반도체와 금속층간의 합금화를 방지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또, 미
국특허 제4,532,372호 및 제4,598,306호에는 적절한 전기저항을 지닌 투명층을 이용함으로써 반도체층에 
단락이 발생해도 전극간의 과도한 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광기전력소자의 변환효율을 높이기 위한 또다른 시도로서, 광기전력소자의 표면 및/또는 이면반사
층과의 계면을 미세한 요철형상을 지닌 텍스처(texture)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함으로써 
광기전력소자의 표면 및/또는 이면반사층과의 계면에서 광이 산란되고 또 반도체의 내부에 감금되어(광트
랩효과), 반도체속에서 유효하게 흡수될수 있도록된다. 기판이 투명한 경우에는, 기판상에 형성된 산화주
석(SnO2)등의 투명전극의 표면을 상기 텍스처로 해도 된다. 또, 반도체의 상부측으로부터 광을 입사시키는 

경우에는, 이면반사층으로서 이용되는 금속층의 표면을 텍스처로 해도 된다. M. 히라사까, K. 스즈끼, K. 
나끼따니, M. 아사노, N. 아노 및 H. 오끼니와는 Al을 기판온도 및 퇴적속도를 조정하여 퇴적함으로써 이
면반사층용의 요철형상의 텍스처를 얻을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Solar  Cell  Materials  20(1990),  pp 
99~110), 이러한 텍스처구조를 지닌 이면반사층을 이용한 것에 의한 입사광의 흡수율의 증가예를 제5도에 
도시하였으며, 동도면에서, 곡선(a)는 금속층으로서 평활한 Ag를 이용한 a-Si 광기전력소자의 분광감도, 
곡선(b)는 요철구조의 Ag를 이용한 마찬가지의 소자의 분광감도를 표시한 것이다.

또, 금속층과 투명층으로 이루어진 이면반사층을 고려한 것과 텍스처 즉 요철구조를 고려한 것을 조합시
킨 것도 가능하다. 미국특허 제4,419,533호에는 금속층의 표면이 텍스처구조를 지니고, 그 위에 투명층이 
형성된 이면반사층을 고려한 것이 개시되어있다. 이러한 조합에 의해 광기전력소자의 일례인 태양전지의 
광변한효율은 현저히 향상할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본 발명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효과는 달성되지 않았다. 또 반도체의 퇴적조건에 의해서는, 투명층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된 태양전지의 고온고습하에서의 사용에 해서는 충분하 신뢰성을 얻을 수 없었다. 이 때
문에, 박막태양전지는, 저가로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용도로는 이용되고 있지 않다. 

본 발명의 목적은 평활한 면을 지닌 금속층, 상기 평활한 면위에 형성된 투명층 및 상기 투명층위에 형성
된 광전변환층으로 구성되고, 상기 평활한 면의 반 쪽인, 상기 투명층의 표면이 요철형상의 텍스처를 지
닌 광기전력소자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투명층이 복수개의 층영역으로 이루어진 광기전력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투명층이 전기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광기전력소
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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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투명층이 ZnO로 이루어지고 상기 불순물이 Cu로 이루어진 광기전력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투명층이 SnO2로 이루어지고 상기 불순물이 Al로 이루어진 광기전력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투명층의 복수개의 층영역중에서, 금속층쪽에 있는 층영역은 광전변환층쪽
에 있는 층영역보다 높은 비저항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금속층쪽에 있는 상기 층영역이 광전변환층쪽에 있는 상기 층영역보다 두꺼운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투명층의 상기 평활면과 접촉된 제1층 영역이 상기 평활면과는 반 쪽에 요철면
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투명층이 복수개의 층영역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상기 금속층의 평활면
과 접해서 설치된 적어도 1개의 층영역이 상기 광전변환층쪽에 평활면을 지니고, 상기 언급한 층영역이외
의 적어도 1개의 층영역이 상기 광전변환쪽에 요철형상의 텍스처면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
력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평활면이 100Å이하의 요철텍스처의 피치를 지니고 상기 금속층에 접해서 
설치된 상기 적어도 1개의 층영역의 평활면은 상기 광전변환층쪽에서 3000Å이하의 요철텍스처의 피치를 
지니며,  상기  요철텍스처를  지닌  상기  층영역은  요철텍스처의  피치가  3000~20000Å  이내이며  요철이 
500~20000Å이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투명층과 반 쪽인 상기 광전변환층의 면은 상기 투명층과 동등한 요철텍
스처를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평활면을 지닌 금속층, 투명층 및 광기전력층을 구비한 광기전력소자의 제조방
법에 있어서, 상기 투명층을 복수개의 층영역으로 형성하고 상기 금속층의 평활면과 접하는 층영역을 요
철구조로 형성할 경우, 층형성 온도의 차를 이용하는 것이며, 상기 층형성온도를 상기 금속층쪽으로부터 
제1층에 해서는 T1, 제2층에 해서는 T2등으로 표시하면, 상기 제1층 형성온도 T1과 제2층 또는 그 이

후의 층에 한 적어도 1개의 층형성온도 Tn간에, T1＞Tn의 관계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

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평활면을 지닌 금속층, 투명층 및 광기전력층을 구비한 광기전력소자의 제조방
법에 있어서, 상기 투명층을 복수개의 층영역으로 형성하고 상기 금속층의 평활면과 접하는 층영역이외의 
적어도 1개의 층영역을 요철구조로 형성할 경의, 층형성온도의 차를 이용하는 것이며, 상기 층형성온도를 
상기 금속층쪽으로부터 제1층 영역에 해서는 T1, 제2층 영역에 해서는 T2등으로 표시하면, 상기 제1층 

형성온도 T1과 제2층 또는 그 이후의 층에 한 적어도 1개의 층형성온도 Tn간에 T1＜Tn의 관계를 만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요철구조를 형성할 층영역의 퇴적후 그 층영역의 표면을 산, 알칼리 또는 
염의 수용액에 침적해서, 상기 투명층에 요철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의 제조방
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산은 아세트산, 황산, 염산, 질산 또는 과염소산이고, 상기 알칼리는 수
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알루미늄이며, 상기 염은 염화철 또는 염화알루미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전지용기상에 광기전력소자를 설치하고, 상기 광전변환층의 적어도 1개의 전극
에 역류방지용 다이오드를 접속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전지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감을 수 있는 기판상에 형성된 광기전력소자와, 상기 광기전력소자를 감지위한 
회전축과, 상기 회전축을 구동하기 위한 동력원을 구비한 인공위성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파형판과, 상기 파형판상에 형성된 적어도 1개의 광기전력소자와, 
도전성시트와, 수지로 이루어져, 적어도 상기 광기전력소자 사이를 상기 도전성시트로 전기접속이고, 상
기 파형판과는 반 쪽의 상기 광기전력소자의 면을 상기 수지로 피복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붕재를 제
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복수개의 광기전력소자와, 집전전극을 구비한 광기전력소자 모듈에 있어서, 상
기 광기전력소자의 직렬접속부는 상호 동등한 수광면적을 지니며, 상기 광기전력소자의 직렬접속방향이 
길 경우에 상기 집전전극의 밀도를 향상시킨 것을 특징으로 광기전력소자 모듈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광기전력소자 모듈에 있어서, 상기 광기전력소자를 구성하는 투명전극의 
두께를 변화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 모듈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광기전력소자 모듈을 자동차의 리어쿼터필러에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
동차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은 전술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량된 이면반사층을 이용함으로써 변환효율이 높고 
또 신뢰성이 높은 광기전력소자 및 그 제조방법과, 상기 광기전력소자를 이용한 축전지, 인공위성, 지붕
재, 태양전지모듈, 자동차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들은 종래의 이면반사층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1] 금속층의 요철텍스처에 의한 반사율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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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층을 요철구조로 하면, 광은 그 표면에서 각종 방향으로 랜덤하게 반사된다. 그러나, 모든 방향으로 
반사된 광을 모을 수 있는 적분구를 갖춘 반사율 측정장치를 이용해서 측정해서도, 요철면구조를 지닌 금
속층을 평활한 금속층에 비해서 반사율이 상당히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Al이나 Cu의 경우에는 이 
경향이 현저하다. 이 때문에, 반도체층을 통과한 광을 유효하게 상기 반도체층에 귀환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광기전력소자의 변환효율이 기 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2] 투명층면으로의 금속의 확산

이면반사층상에 반도체층을 퇴적할 때에는 200℃이상의 기판온도로 수행한다. 이러한 온도에서는 금속원
자가 투명층을 관통해서 그 표면까지 확산된다. 이와같이 금속이 반도체층과 직접 접촉한 경우 투명층의 
기능이 불충분하게 되어, 결국 신뢰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3] 반도체층으로의 금속의 확산 

투명층의 형성시, 하부층의 금속이 부분적으로 노출해 버릴 경우가 있다. 특히 금속층의 요철구조를 크게
하고 투명층을 얇게 한 경우에는 이 현상이 현저해진다. 또, 이 위에 반도체층을 퇴적한 경우, 상기 금속
층의 노출부분으로부터 금속원자가 반도체층으로 확산하여, 반도체접합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4]후속공정에서의 결점

반도체층에는 핀홀 등의 결함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결함부분을 통해서 반도체층상의 전극과 투명
층이 직접 접촉할 수 있다. 투명층이 적절한 저항을 지니지 않는 한, 이와같이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서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할수 없다.

또, 전술한 [3]항과 같은 노출부분이 금속층에 있을 경우에는, 반도체층의 핀홀 등의 결함부문을 통해서, 
상부 전극과 이면전극이 직접접촉할 수도 있다.

본 발명자들은, 이들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이하에 설명하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에 이르게 되었다.

광을 반사하기 위한 적어도 1개의 실질적으로 평활한 면을 지닌 금속층과, 상기 면상에 형성되어 상기 평
활면과는 반 쪽에 요철면을 지닌 투명층과, 상기 투명층상에 형성된 반도체로 이루어진 광전변환층과, 
상기 광전변환층상에 형성된 투명전극층으로 구성되고, 상기 투명층이 복수개의 층영역으로 이루어진 동
시에, 상기 금속층과 접해서 형성된 층영역이 상기 광전변환층쪽에 요철면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를 제공한다.

또, 상기 투명층이 복수개의 층영역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상기 금속층에 접해서 형성된 층영역이 상기 
광전변환층쪽에 실질적으로 평활한 면을 지니고, 상기 층영역이외의 적어도 1개의 층영역이 상기 광전변
환소자층쪽에 요철면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의 구조의 일례를 제1도에 도시한다. 도전성기판(101)상에 반사율이 높은 금속층
(102)이 형성되어 있다. 또, 기판자체가 충분히 반사율이 높은 재료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금속층
(102)은 생략해도 된다.

여기에서 적어도 금속층(102)의 표면은 금속자체의 고유반사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 즉 요철의 크
기가 1000Å을 초과하지 않는 평활면이며, 그 위에 투명층(103)이 형성되어 있다. 또, 투명층(103)은, 광
전변환층을 투과한 광에 해서 투명하고, 적절한 전기저항을 지니며, 요철면구조를 지닌다. 투명층이 복
수개의 층영역으로 이루어진 경우(제2도에는 투명층이 제1층 영역(103a)과 제2층 영역(103b)으로 이루어
진  2층  구조를  지닌  예를  도시하였다),  제1층영역(103a)의  표면이  요철크기  500~20000Å,  요철피치 
3000~20000Å인 요철면구조를 지닌다.

또, 그위에 형성된 제2층 영역(103b)은 제1층 영역(103a)보다 비저항이 상당히 높은 것이어도 된다. 그러
나, 이 경우에는, 제2층 영역(103b)의 두께를 가능한 한 얇게 해서 광기전력소자의 단위면적당의 저항치
를 낮출 필요가 있다. 또, 투명층이 복수개의 층영역으로 이루어진 경우(제3도에는 제1층 영역(103c)과 
제2영역(103d)으로 이루어진 2층 구조의 예를 도시하였다), 제1층 영역(103c)은 요철피치가 3000Å을 초
과하지 않는 평활한 수광면을 지니고, 또 적절한 전기저항을 지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2층 영역(103
d)의 요철면형성시에 산, 알칼리 또는 염의 수용액으로 처리할 때, 이들 수용액에 의해 제2층 영역(103
d)보다 덜 부식되는 제1층 영역(103c)을 사용한다. 제2층 영역(103d)은 요철피치가 3000~20000Å, 요철높
이가 500~20000Å인 요철면구조를 지니며, 제1층 영역과 마찬가지인 투광특성 및 전기특성을 지니도록 해
도 된다.

또, 상기 투명층은 후속공정에서 사용하는 부식제 등에 한 내약품성도 지닌다. 또한, 그 위에 반도체접
합층(104)이 형성되어 있다. 반도체집합층의 일례로서, n형 a-Si층(105), i형 a-Si층(106) 및 p형 μc-Si
층(107)으로  이루어진  PIN형  a-Si광기전력소자를  들  수  있다.  반도체접합층(104)이  얇은  경우에는, 
제1도, 제2도 및 제3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반도체집합층전체가 투명층(103)과 마찬가지의 요철구조를 취
하는 것이많다. 또, 그위에는 표면의 투명전극(108)이 형성되어 있고, 이 전극위에는 빗살형의 집전전극
(109)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같은 구조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즉,

[1] 금속층(102)(또는 기판(101)자체)의 표면이 평활이기 때문에, 금속면에서의 광의 반사율이 상승된다.

그 밖에 투명층(103)( 및 반도체 접합층(104))의 요철면 구조는, 상기 투명층과의 계면의 있어서, 요철에 
피크부하 바닥부에서의 위상차에 의한 광산란을 유발시켜 반도체접합층(104)  내부에서의 광트랩 효과가 
발생된다. 그 때문에, 입사광이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광기전력소자의 변환효율이 향상된다.

[2] 금속층(102)(또는 기판 (101)자체)의 평활면은 투명층(103)과의 접촉면적을 줄여, 투명층(103)으로의 
금속원자의 확산은 저감시킨다.

또, 투명층(103)은 적절한 전기저항을 지니고 있으므로, 광전변환층(104)이 결함을 발생해도 과도한 전류
는 생성되지 않는다. 또, 투명층(103)이 내약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후속공정에서도 이면발사층이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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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다. 

[3] 제1층 영역(103a)상에 요철면 구조를 형성할 때, 금속층(102)이 부분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도, 제2층 
영역(103b)에 의해서 피복되기 때문에, 상부전극과 금속층(102)이 접촉될 확률은 극단적으로 감소되어, 
광기전력소자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향상된다.

[4] 또, 평활한 금속층(102)에 평활한 제1층 영역(103c)이 퇴적되기 때문에, 금속층에 요철면구조를 형성
할 때에 발생할수 있는 금속층(102)의 일부노출의 빈도가 극단적으로 저감되어, 금속층(102)으로부터 반
도체층(104)으로의 금속원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5] 또한, 평활한 금속층(102)에 평활한 제1층 영역(103c)이 퇴적되기 때문에, 금속층에 요철면 구조를 
형성할때에 발생할수 있는 금속층(102)의 일부노출의 빈도가 극단적으로 저감되어, 상부전극과 금속층의 
접촉이 거의 없는 신뢰성이 높은 광기전력소자가 얻어진다.

본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 해서 이하 설명한다.

[실험 1]

5cm×5cm  의 스테인레스 스틸판(일본공업규격(JIS)에 규정된 스텐레스 규격 SUS  430)상에 DC마그네트론 
스퍼터법에 의해 A1을 1500Å두께로 퇴적하였고, 이때 기판온도는 실온으로 하였다. 그후, DC마그네트론
스퍼터법으로 ZnO를 4000Å두께로 퇴적하였고, 이때의 기판온도는 250℃로 하였다. SEM관찰에 의하면, A1
의 표면은 평활하고 광택이 있었으나, ZnO의 표면은, 직경 4000~6000Å정도의 분화구형상의 오목부가 밀
집되어 혼탁하였다. 이 관계에서 파장6000~9000Å범위내에서의 광의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이와같이 해서 
형성한 이면반사층상에, 글로방전분해법에 의해서, SiH 4 및 PH3를 원료가스로서 이용해서, n형 a-Si층을 

200Å, SiH4를 원료가스로서 이용해서 I형 a-Si층을 4000Å, SiH4, BF3 및 H2를 원료가스로서 이용해서 P형 

미세결정(μc)Si층을 100Å두께로 퇴적하여 반도체집합층을 형성하였다(SiH4등의 근로방전분해법에 의해 

얻은 무정형 실리콘중에는, 10%정도의 수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a-Si : H로 표기되나, 본 
설명중에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a-Si로서 표기한다). 또, 그위에 저항가열중착법에 의해 ITO막을 650
Å두께로 퇴적하고, 또 그위에 은페이스트로 폭 300미크론의 집전전극을 형성하여 시료 1a로하였다.

다음에, 퇴적시의 기판온도를 300℃로 한 이외에는 시료 1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1b를 제작하였다.

또, ZnO퇴적시의 기판온도를 실온으로 한 이외에는 시료 1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1c를 제작하였다.

또한, A1이나 ZnO를 퇴적하지 않은 스테인레스 스틸기판을 이용한 이외에는 시료 1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1d를 제작하였다.

또한, 스텐레스 스틸기판과 같은 크기의 표면을 요철피츠가 1000Å정도로 되도록 연마한 A1기판을 이용하
고, A1의 퇴적을 수행하지 않은 이외에는, 시료 1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1e를 제작하였다.

이와같이 해서 얻어진 5종류의 시료를 AM-1.5솔라시뮬레이터로 광전변환소자로서의 변환효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표1에 표기하였으며, 표1로부터 다음에 결론을 유출할수 있다. 즉,

[1] 어떠한 이면반사층을 이용해도, 이면반사층을 이용하지 않은경우에 비해서 변환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가장 효율이 높은 이면반사층을, A1층의 평활면이고 ZnO층이 요철면 구조인 경우였다.

[3] 기판으로서 염마된 A1을 이용한 경우도 평활한 A1층을 형성한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 

[실험 2]

실험1에서 A1 신에 Ag를 이용하고, 집전전극을 형성하지 않았던 이외에는, 시료 1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료 2a를 얻었다.

또, Ag증착시의 기판온도로서 실온 신에 350℃로 한 이외에는 시료 2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료 
2b를 얻었다.

시료 2a에는, Ag표면은 평활하였으나 ZnO층이 요철면구조이었기 때문에 이면반사층전체로서는 광택이 없
어다. 또, 시료 2b에서는 Ag표면이 요철구조를 지녔다.

표2에 AM-1.5의 솔라시뮬레이터에 의한 양 시료의 변환효율의 측정결과를 표시하였다. 시료 2b는 변환효
율이 매우 낮았으나, 이것은 전류-전압특성을 감안하면 단락에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양 시료를 
SEM로 관찰하면, 시료 2b에서는 스폿형상의 결함이 산재되어 있었고, 이들 결함위치에 한 오제(Auget) 
분석결과 Ag가 표면에까지 확산되어 있었다.

[실험 3]

퇴적실을 청소하지않고 장기간동안 막퇴적을 행한 퇴적실에서 a-Si의 퇴적을 행한 이외에는 실험1의 시료 
1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3a를 얻었다.

또, ZnO의 퇴적에 Cu를 0.5%함유한 ZnO목표물을 이용한 이외에는 시료 3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3b를 
얻었다.

표3에 AM-1.5의 솔라시뮬레이터로 양 시료의 변환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표시하였다. 양 시료는, 시료 1a
에서 보다 변환효율이 낮아 단락의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특히 시료 3a에서 현저하였다. SEM관찰에 의하
면, 양 시료에서, a-Si층에 다수의 핀홀이 관찰되었다. 또, 참고를 위해서, 이면반사층의 표면에 크롬

(Cr)전극을 직접형성하고, 약한전류를 흘려 ZnO의 저항률을 측정한바, 시료 3a에서는 5×10
2
Ωcm, 시료 3b

에서는 2×10
5
Ωcm이었다. 따라서, 시료 3b 에서는, ZnO의 비저항이 적당하게 상승되어 핀홀에 흐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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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억제된 것으로 여겨진다.

[실험 4]

ZnO의 퇴적에 Cu를 0.5%함유하는 ZnO목표물을 이용한 이외에는 실험1에 시료 1a의 이면반사층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4a를 얻었다. 또 시료 1a의 이면반사층을 시료 4b로 하였다. 양 시료를 염화철 30%수용액
에 5분간 담갔다. 상기 염화철수용액은 ITO패터닝에 이용되는 부식제이다. 시료 4a에서는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시료 4b에서는 ZnO가 현저하게 부식되었다. 이들 결과로부터, 시료 4a의 이면반사층을 
이용하면, 박막반도체에 핀홀등을 결함이 있더라도, 후속공정에 있어서 손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예
상된다.  

[실험 5]

i형 a-Si층의 퇴적에, 실험1에서의 글로방전전력을 3배로 높이고 SiH4의 유량을 1/3로하고, 막두께가 4000

Å이 되도록 퇴적조건을 조정한 이외에는 실험1의 시료 1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5를 얻었다. 시료 
1a의 시료 5 및 이들에 이용된 이면반사층을 SEM관찰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시료 1a의 표면
은, 이면반사층의 표면과 마찬가지로 직경 4000~6000Å의 분화구 형상의 오목부가 밀집되어 있었고, 이 
분화구의 깊이도 양면에서 거의 동등하였던 반면, 시료 5의 표면에서는 이면반사층의 오목부보다도 미세
한 피치의 융기현상 구조를 보였으며, 명백히 이면반사층의 구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어서 시료 5를 시료 1a와 마찬가지로 솔라시뮬레이터로 변환효율을 평가한바, 시료 1a보다 낮은 8.2%였
다. 이 차는 주로 단락광전류가 낮은것에 기인하며, 시료 5와같이 반도체층의 표면구조가 이면반사층의 
표면구조와 다른 경우에는 광트랩효과가 불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험 6]

5cm×5cm의 스테인레스스틸판(SUS430)상에 DC마그네트론스퍼터법에 의해 A1을 1500Å두께로 퇴적하였고, 
이때 기판의 온도는 실온으로 하였다.

이어서, 그 위에 DC마그네트론스터법으로 ZnO를 4000Å 두께로 퇴적하였고, 이때의 기판온도는 300℃로 
하였다. SEM관찰에 의하면, A1표면은 요철피치가 1000Å이하인 평활면이고 광택이 있었으나, ZnO의 표면
은, 직경 4000~9000Å의 분화구형상의 오목부가 밀집되어 있어 혼탁되었다.

또, 요철의 높이는 약 2000~4000Å이었다. 또, 그 위에 DC마그네스론스퍼터법에 의해 ZnO를 500Å두께로 
퇴적하였으며, 이때의 기판온도는 실온으로 하였다. SEM관찰에 의하면, 이층에서는, 기판온도 300℃에서 
형성된 제1층영역과 마찬가지의 요철구조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파장 6000~9000Å범위에서 광
의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그후, 실험1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접합층, 투명전극 및 집전전극을 형성하여 시
료 6a로하였다.

또, A1퇴적실의 기판온도를 100℃로 한 이외에는 시료 6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6b를 얻었다. 

또한, 제2층영역의 ZnO(반도체층쪽)를 퇴적시키지 않은 이외에는 시료 6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6c를 
얻었다.

또, 제1층영역의 ZrO를 기판온도 300℃에서 4500Å두께로 퇴적하고, 제2층영역의 ZnO를 퇴적시키지 않은 
이외네는 시료 6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6d를 얻었다.

또한, 제1층영역의 ZnO를 기판온도 실온에서 4000Å퇴적하고 제2층영역에 ZnO를 퇴적시키지 않은 이외에
는 시료 6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6e를 얻었다.

또, 제1층영역의 ZnO를 기판온도 실온에서 4500Å퇴적하고 제2층영역의 ZnO를 퇴적시키지 않은 이외에는 
시료 6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6f를 얻었다.

또한, 스테인레스스틸기판과 동일한 크기의 표면을 요철피치가 1000Å정도로 되도록 연마한 Al기판을 스
테인레스스틸기판 신 사용한 이외에는 시료 6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6g를 얻었다.

이와같이 해서 얻은 7종류의 시료를 AM-1.5의 솔라시뮬레이터로 광기전력소자의 일례로서의 태양전지의 
광전변환효율을  측정하고,  얻어진  결과를  표4에  표시하였으며,  이표4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유출할수 
있다. 즉, 

[1] 평활한 금속층(요철피치가 1000Å이하 )과 요철구조를 지닌 투명층을 조합한 경우에(시료 6a,6c,6d 
및 6g),변환효율을 향상되었다.

[2] 시료 6a,6c,6d 및 6g는 변환효율이 거의 동일하였으나, 투명층이 1층인 경우(6c,6d) 및 2층인 경우
(6a,6g)에는 광기전력소자의 수율이 각각 약70% 및 95%로 되었으며, 2층 구조인 경우 신뢰성이 명백하게 
향상되었다(여기에서 말하는 수율의 기준은, 각 시료의 전류전압 특성의 측정치로부터 구한 
단위면적(1㎠)각의 분로저항이 200Ω㎝ 또는 그이상인 경우는 양품으로하고, 200Ωcm 미만인 경우는 불량
으로 하였다).

이 차이는 다음의 현상에 연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층 구조에서는, 투명층에의 요철구조의 형성시에, 
오목부가 국부적으로 크게되어 부분적으로 금속층의 노출되어, 광기전력소자를 형성한 경우 그러한 영역
을 통해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층 구조에서는 상기 노출영역이 제2층
영역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피복되어 있어, 단락 발생빈도가 저하되어 수율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 7]

제1층영역의 ZnO의 두께를 1000Å 퇴적하고, 그후 10%아세트산 수용액에 실온에서 1분간 기판을 침적시킨 
이외에는 실험6의 시료 6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7a를 얻었다.

또, 제1층영역의 ZnO의 두께를 25000Å으로 한 이외에는 시료 7a와 마찬가지방법으로 시료 7b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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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판에 침적을 10%아세트산 수용액에서 90초동안 수행한 이외에는 시료 7b 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시료 7c를 얻었다. 다음에, 기판에 침적을 10%아세트산 수용액에서 3분간 수행한 이외에는 7b 와 마찬가
지 방법으로 시료 7d를 얻었다.

SEM관찰에 의하면, 아세트산 수용액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제1층영역의 투명층의 요철구조의 크기가 침적
시간에 따라 커졌다.

시료 7a,7d에서는, 아세트산 수용액에 침적한 직후 금속층의 노출영역이 SEM관찰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노
출되어 있었으나, 제2층영역의 ZnO투명층의 퇴적이후에는 금속층의 상기 부분적 노출을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표5에 AM-1.5하에서의 상기 4종류의 시료의 변환효율의 측정결과를 표시하였다. 시료 7a,7b,7c에
서는 높은 변환효율을 보였으나, 시료 7d에서는 그렇게 높은 변환효율을 보이지 않았다.

[실험 8]

실험6에서 투명층의 퇴적을 전혀 행하지 않은 이외에는, 시료 6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8a를 얻었다.

AM-1.5하에서의 시료 8a의 변환효율은 2.2%였다. 여기에서 시료 8a의 a-Si층의 오제미분석을 행한결과 알
루미늄원자가 검출되었다.

따라서, 금속층과 반도체층이 직접 접촉하면 금속원자가 반도체층으로 확산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험 9]

5cm×5cm스테인레스스틸판(SUS430)상에 DC마그네트론스퍼터법에 의해 Al을 1500Å두께로 퇴적하고, 이때
의 기판온도는 실온으로 하였다. 그후, 그 위에 DC마그네트론스퍼터법으로 ZnO를 1000Å두께로 퇴적하였
으며, 이때의 기판온도도 실온으로 하였다. SEM관찰에 의하면, Al표면은 요철피치가 1000Å이하인 광택있
는  평활면이었고,  또  ZnO층도  요철피치가  1000Å이하이었으나,  노란색을  띤  광택있는  평활면이었다. 
그후, 그 위에 DC마그네트론스퍼터법에 의해 ZnO를 3000Å두께로 퇴적하였고, 이때의 기판온도는 300℃로
하였다. 또, SEM관찰에 의하면, 제2층영역을 구성하는 ZnO막은 요철피치가 4000~8000Å이고 요철크기가 
2000~3000Å혼탁한 면이었다. 이 단계에서 파장 6000~9000Å범위에서 광의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그후, 실험1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접합층, 투명전극 및 집전전극을 형성하고, 시료 9a로 하였다.

또,Al의 퇴적을 기판온도 100℃에서  수행한 이외에는 시료 9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9b를 얻었다.

또한, 제2층영역의 ZnO를 퇴적시키지 않은 이외에는 시료 9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9c를 얻엇다.

또, 제1층영역의 ZnO를 기판온도 실온에서 4000Å두께로 퇴적하고 제2층영역의 ZnO를 퇴적하지 않은 이외
에는 시료 9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9d를 얻었다.

또한 제1층영역의 ZnO를 기판온도 300℃에서 4000Å두께로 퇴적하고 제2층영역의 ZnO를 퇴적하지 않은 이
외에는 시료 9a와 마찬가지로 시료 9e를 얻었다.

또, 스테인레스스틸기판과 동일한 크기의 표면을 요철피치가 1000Å이하로 되도록 연마한 Al기판을 스테
인레스스틸기판 신 사용하고, Al의 퇴적을 수행하지 않은 이외에는 시료9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9f를 얻었다.

이와같이 해서 얻어진 6종류의 시료를 AM-1.5의 솔라시뮬레이터로 광기전력소자의 일례로서의 태양전지의 
변환효율을 측정한바, 얻어진 결과를 표6에 표시하였다. 이 표6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출하였다. 
즉,

[1] 평활한 금속층과 요철면 구조의 투명층을 조합해서 이루어진 이면반사층을 이용한 경우(시료 9a,9e 
및 9f),변환효율은 향상되었다.

[2] 시료 9a,9e 및 9f에서는 변환효율이 거의 동일하였으나, 투명층이 1층인 경우(시료 9e)에는 광기전력
소자의 수율이 약 70%인 반면 투명층이 2층인 경우(시료 9a,9f)에는 각각 그 수율이 약 95%였다. 따라서, 
2층 구조인 쪽이 수율 및 신뢰성이 명백히 높았다(여기에서 말하는 수율의 기준은, 각 시료의 전류전압특
성의 측정치로부터 구한 단위면적(1㎠)당의 분로저항이 200Ω㎝이상인 경우는 양품, 200Ω㎝미만인 경우
는 불량품으로 하였다), 이차이는 다음의 현상에 연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층 구조에서는 투명층에의 
요철구조의 형성시에, 오목부가 국부적으로 크게되어 부분적으로 금속층이 노출되고, 그 위에 형성된 반
도체층에 있는 핀홀 등의 결함을 통해서 상기 노출영역과 상부전극간에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층구조의 투명층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의 제1층영역을 평활면으로 하므로써 상
기 노출부분의 형성이 극단적으로 저감되어, 전기적 단락의 발생율이 저감되고 수율이 향상된 것으로 사
료된다.

[실험 10]

실험9에서 Al 신에 Ag를 사용하고 집전전극을 형성하지 않은 이외에는 시료 9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
료 10a를 얻었다.

또, Ag의 퇴적시의 기판온도로서 실온 신에 300℃로한 이외에는 시료 10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10b를 얻
었다.

사료  10a에서는  Ag의  표면은  평활하였으나  ZnO의  표면은  요철구조이었으므로  이면반사층은  광택이 
없었다. 시료 10b에서는 Ag의 표면은 요철면을 나타냈다.

표7에 양 시료의 AM-1.5하에서의 변환효율의 측정결과를 표시하였다. 시료 10b는 현저하게 변환효율이 낮
았으나, 이것은 전류전압특성에 의거한 단락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 양 시료를 SEM으로 관찰한 결과, 
시료 10b에서는 스폿형상의 결함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결함부위의 오제분석결과 표면에까지 Ag가 확
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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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1]

실험 9에서, 제1층영역으로서 SnO2를 DC마그네트론스퍼터법에 의해 1000Å두께로 퇴적하고, 이때의 기판온

도를 200℃로 하였다. 또, 이때 SnO2표면의 요철피치는 1000Å이하이며, 광택있는 평활면이었다.

그후, 그위에 제2층영역으로서 ZnO를 10000Å두께로 퇴적하고, 이때의 기판온도는 300℃로 하였다.

그후 20% 과염소산수소액에 기판표면을 실온에서 30초간 침적한 이외에는 시료 9a와 마찬가지로 해서 시
료 11a를 얻었다.

또, 20% 과염소산수용액에서의 기판표면의 침적을 45초동안 시행한 이외에는 시료 11a와 마찬가지 방법으
로 시료 11b를 얻었다.

또한, 재2층영역의 ZnO를 25000Å두께로 퇴적한 이외에는 시료 11a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료 11c를 얻었
다.

또, 20% 과염소산 수용액에서의 기판표면의 침적을 45초동안 시행한 이외에는 시료 11a와 마찬가지 방법
으로 시료 11d를 얻었다.

또한, 20% 과염소산수용액에서의 기판표면의 침적을 90초간 시행한 이외에는 시료 11c와 마찬가지 방법으
로 시료 11e를 얻었다.

SEM관찰에 의하면, 상기 과염소산수용액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제2층영역을 구성하는 ZNo의 요철면구조의 
요철이 침적시간에 따라 커진 것이 관찰되었다.

시료 11d의 요철에 비해서 시료 11b의 요철은 작았다. 이것은 SnO2에 한 과염소수용액의 침식작용이 ZnO

에 한 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것으로 사료된다.

표8에 이들 5종류의 샘플의 AM-1.5하에서의 변환효율의 측정결과를 표시하였다. 시료 11a 내지 11d에서는 
높은 변환효율을 보였으나, 시료 11e에서는 높은 변환효율을 보이지 않았다.

이하,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에 있어서 이용될 수 있는 이면반사층에 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기판 및 금속층]

기판으로서는 각종 금속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테인레스스틸판, 아연강판, 알루미늄판 및 동판은 비
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들 금속판은 소정 형상으로 절단해서 이용해도 되고, 또는 두께에 
따른 두루마리 모양의 시트형상이어도 된다. 후자의 형태는 코일형상으로 감을 수 있으므로 연속생산에 
적합하고, 보관이나 운송도 용이하다. 또, 용도에 따라서는, 실리콘등의 결정기판이나, 유리 또는 세라믹
제의 판을 이용해도된다. 기판의 표면은 연마해도 되나, 예를들면 브라이트어닐링처리된 스테인레스스틸
판과 같이 표면마무리가 양호한 경우에는 연마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

스테인레스스틸판이나 아연강판과 같이 광의 반사율이 낮은 기판이나, 유리 또는 세라믹과 같이 도전성이 
낮은 기판은 그위에 은, 알루미늄 또는 구리 등의 반사율이 높은 금속층을 형성함으로써 본 발명의 기판
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의 스팩트럼내의 단파장성분은 이미 반도체층에 흡수되어 있으므로, 이면반사층은 그보다 
장파장영역의 광에 해서 반사율을 높게 하기만 하면된다. 이러한 높은 반사율영역의 최단경계파장은 이
용될 반도체재료의 광흡수계수 및 막두께에 의존한다. 예를들면, 두께 4000Å인 a-Si의 경우에는, 상기 
경계파장은 약 6000Å이므로, 구리가 적합하게 사용될 수있다.

금속층의 퇴적에는, 예를들면 저항가열이나 전자빔에 의한 진공증착법, 스퍼터링법, 이온도금법, CVD법 
또는 도금법이 이용될수 있다. 막형성법의 일례로서 스퍼터링법의 경우를 설명한다. 제6도에 스퍼터링장
치의 일례를 도시하고, 동도면에 있어서, 퇴적실(401)은 도시하지 않은 배기펌프로 진공배기될 수 있다.

상기 퇴적실의 내부에, 도시하지 않은 가스용기에 접속된 가스도입관(402)으로부터 아르곤(Ar)등의 불활
성가스가 소정의 유량으로 도입되어, 배기밸브(403)의 개구도를 조정해서 퇴적실(401)의 내부는 소정의 
압력으로 유지된다. 또, 기판(404)은 내부에 히터(405)가 설치된 애노드(406)상에 고정되고, 애노드(40
6)에 향해서 퇴적될 금속의 블록인 목표물(407)이 그위에 지지된 캐소드(408)가 설치되어 있다. 통상, 
목표물은 순도가 99.9~99.999%인 금속으로 구성되나 경우에 따라 특정의 불순물을 함유해도 된다. 캐소드
는 전원(409)에 접속되어있고, 전원(409)에 의해 RF(라디오주파수)나 DC의 고전압을 인가하여,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플라즈마(410)를 발생시킨다. 이 플라즈마의 작용에 의해 목표물(407)의 금속원자가 기판
(404)상에 퇴적된다. 또 캐소드(408)의 내부에 자석을 설치하여 플라즈마의 강도를 높인 마그네트론스퍼
터링장치에서는 높은 퇴적속도를 얻을 수있다.

퇴적조건의 일례는 다음과 같다. 순도 99.99%, 직경 6인치의 Al목표물을 이용하였다. 즉, 표면을 연마한, 
크기 5cm×5cm, 두께 1mm인 스테인레스스틸판(SUS 430)을 기판으로 하고, 목표물과 기판간의 거리를 5cm
로 하고, Ar의 유량은 1.5mTorr의 압력에서 10sccm(standard ccper minute)으로 하였다. 500V의 직류전압
을 인가한 바 2A의 전류를 띤 플라즈마가 발생되었고, 이 상태에서 1분간 방전을 지속하였다. 기판 온도
를, 실온, 100℃, 200℃ 및 300℃로 각각 변경해서 시료 13a,13b,13c 및 13d를 얻었다. 표 9에 이들 시료
의 외관과 SEM 관찰결과를 나타내었다. 명백하게, 온도를 증가하면 Al의 표면이 평활면으로부터 요철면으
로 변하였고, 그의 금속 및 기타의 막형성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이 체로 관찰되었다.

[투명층 및 그의 요철구조]

투명층으로서는 ZnO, In2O3, SnO2, CdO, CdSnO4 또는 TiO와 같은 산화물이 종종 사용되며, 단, 이들 화합물

의 실제조성비는 화학식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투명층의 광의 투과율은 가능한 한 높은 것이 
바람직하나, 반도체에 의해 흡수되거나 반도체에 의해 전혀 흡수되지 않는 파장영역의 광에 해서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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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는 없다. 또, 투명층은 예를들면 핀홀에 의해 발생된 전류를 억제하기 위하여 소정의 전기저항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기 저항은 상기 저항에 의한 직렬저항손실이 광기전력소자의 변환효율에 미치
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거해서, 투명층의 단위면적(km2)당의 

저항의 범위는, 바람직하게는 10
-6
~10Ω,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5
~3Ω,  가장 바람직하게는 10

-4
~1Ω이다. 

또, 투명층의 두께는 투명성의 관점에서는 얇을수록 바람직하나, 다중간섭을 고려하면 적어도 500Å이어
야만 한다. 또한, 표면의 요철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막두께로서 적어도 1000Å이어야만 한
다. 또 신뢰성의 관점에서는 보다 막두께를 크게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복수개의 층영역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1층영역의 표면에 요철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균막두께는 적어도 1000Å으로 할 필요가 있
다.

금속층과 접하는 층의 퇴적시에 온도를 높임으로써 제1층영역에 요철구조를 형성할수 있다. 이 경우, 제1
층영역의 형성온도 T1은 이 층의 형성에 이용되는 재료 및 장치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지만, 예를들면 

ZnO 목표물(순도 99.9%)을 이용한 DC마그네트론스퍼터법에 있어서는 200℃ 보다 높게 하는 
것이(T1＞200℃)바람직하다. 또, 상기 투명층에 이용되는 산화물 등의 표면의 요철구조는 상기 형성온도를 

높일수록 커지므로, 제n층영역의 형성온도를 Tn으로 하면 T1과 Tn의 관계는 T1＞Tn으로 된다.

또, 다른 요철구조의 형성방법으로서는, 제1층영역의 형성후, 그 표면을 산, 알칼리 또는 염의 수용액에 
침적하는 방법이 있다. 즉, 침적시간의 길이를 조정함으로써 소망의 요철구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이용
되는 산의 예로서는, 아세트산, 황산, 염산, 질산 및 과염소산 등이 자주 사용되는 반면, 알칼리로서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염으로서는 염화철, 염화알루미늄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요철구조의 형성방법으로서는, 제1층영역의 형성 후, 예를들면 역스퍼터링법에 의해 요철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투명층을 플라즈마나 이온으로 때리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편하게 수행할 
수있어, 배치(batch)식 제법에 적합하다. 투명층의 제2층 또는 그 후속층영역은, 제1층영역에 의해서 형
성된  요철구조를  손상하지  않을  정도의  두께이면  된다.  또한,  그위에  퇴적될  반도체층의  두께를 
고려하면, 상기 두께의 범위는 바람직하게는 500~3000Å, 보다 바람직하게는 500~2500Å, 가장 바람직하
게는 500~2000Å이다.

제2층 및 그 후속층 영역중 적어도 제n층영역의 형성온도 Tn은, 제1층영역의 요철을 완전히 피복할 수 있
는 평활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낮게하면 된다. 상기 제n형성온도 Tn은, 제n층영역의 형성에 이
용되는 재료 및 장치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나, 예를들면, ZnO목표물(순도 99.9%)을 이용한 DC마그네트
론스퍼터법에 있어서는 Tn＜200℃의 조건이 바람직하다.

또, 복수개의 층영역으로 이루어진 다른 예에 있어서, 제1층영역에 요철피치가 3000Å를 초과하지 않도록 
형성하는 방법으로서는, 제1형성온도 T1을 가능한한 낮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형성온도 T1은, 

제1층영역 형성에 이용되는 재료 및 장치에 따라 변하나, 예를들면 ZnO 목표물(순도 99.9%)을 이용한 DC
마그네트론스퍼터법에 있어서는 T1＜200℃의 조건이 바람직하다.

투명층의 제2 및 그 후속층영역중, 요철구조를 지닌 제n층영역의 평균두께로서는, 이러한 요철구조를 지
니도록 하기 위하여 1000Å 이상이어야만한다. 상기 요철구조의 형성방법으로서는 제n형성온도 Tn을 높이
면 된다.제n형성온도 Tn은, 제n층영역의 형성에 이용되는 재료 및 장치에 따라 변하나, 예를들면 ZnO목표
물(순도 99.9%)을 이용한 DC마그네트론스퍼터법에 있어서는 Tm＞200℃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기 투명
층에 이용되는 산화물 등의 요철구조는 그 형성온도 T가 높을수록 크게 성장하므로, T1과 Tn의 관계는 T1

＜Tn로 된다.

또다른 요철구조의 형성방법으로서는, 요철구조를 형성할 제n층영역의 퇴적후, 그 표면을 산, 알칼리 또
는 염의 수용액에 침적하는 방법이 있다. 침적시간의 길이를 조정함으로써 소망의 요철구조를 얻을 수 있
다. 이때, 이용되는 산의 예로서는, 아세트산, 황산, 염산, 질산 및 과염소산 등이 자주 사용되는 반면, 
알칼리로서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알미늄 등이 있으며, 염으로서는 염화철 및 염화알루미
늄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요철구조의 형성방법으로서는, 요철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투명층영역의 퇴적후, 그 표면을 예
를들면 스퍼터링법에 의해 플라즈마나 이온으로 때리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어, 배치식 제법에 적합하다.

투명층의 제2 또는 그 후속층영역중, 요철구조를 지닌 제n층영역 및 그위에 퇴적된 후속층영역의 총두께
는, 상기 요철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이면되나, 그 위에 형성될 반도체의 두께를 고려하면, 상기 총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500~3000Å, 보다 바람직하게는 500~2500Å, 가장 바람직하게는 500~2000Å이다.

투명층의 퇴적에는, 저항가열이나 전자빔에 의한 진공증착법, 스퍼터링법, 이온도급법, CVD법 또는 스프
레이코팅법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막형성방법의 일례로서 스퍼터링법에 해 이하 설명한다. 또, 이 경우
에도 제6도에 도시한 스퍼터링장치를 이용할수 있다. 그러나, 산화물퇴적의 경우에는, 목표물로서 금속
(Zn,Sn 등)의 산화물자체를 이용할수 있다. 이 후자의 경우에서는, 퇴적실에 아르곤과 함께 산소를 공급
해야만 한다(소위 반응성 스퍼터링법이라 칭함).

이하, 퇴적조건 및 요철구조형성조건의 일례를 설명한다. 표면을 연마한, 크기 5cm×5cm, 두께 1mm의 스
테인레스스틸판(SUS 430)을 기판으로서 이용하였다. 또, 직경 6인치, 순도 99.9%의 ZnO 목표물을 이용해
서, 이 목표물과 기판사이의 거리를 5cm로 하였다. Ar를 10sccm의 유량으로 공급하고 압력을 1.5mTorr로 
유지하고, 500V의 DC전압을 인가한 바, 1A의 전류를 띤 플라즈마를 발생하였다. 이 상태에서 5분간 방전
을  계속했다.  기판온도를  실온  100℃,200℃  및  300℃로  변경해서  각각  시료  14a,14b,14c  및  14d를 
얻었다. 표 10에 이들 시료의 외관 및 SEM관찰결과를 표시하였다. ZnO의 표면상태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
라 변했다. 혼탁한 시료 14c 및 14d에서는 표면에 분화구형상의 오목부가 발견되었으며, 이것이 혼탁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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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간주된다.

복수개의 층역으로 이루어지고, 그중 제1층영역의 표면이 요철구조인 경우의 퇴적조건 및 요철구조 형성 
조건의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상기 방전을 15분간 계속한 이외에는 상기와 마찬가지 조건을 이용하였다. 기판온도를 실온, 100℃,200℃ 
및 300℃로 각각 유지하여 시료 15a,15b,15c 및 15d를 얻었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ZnO의 표면상태는 변
하였다.

혼탁한 시료 15c 및 15d에서는 표면에 분화구현상의 오목부가 발견되었으며, 이것이 혼탁도의 원인으로서 
간주되었다. 또, 기판온도를 200℃로 하고 제작한 시료를 10%의 아세트산수용액에 각각 1분 및 1.5분간 
침적하여 시료 15e 및 15f를 얻었다. 표 11에 이들 시료의 외관 및 SEM관찰결과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얻은 시료 15a~15f에 다시 스퍼터링법에 의해서 상기의 동일한 조건하에서 ZnO를 퇴적하
여(단, 방전시간은 1.5분으로 하였다), 시료 15a~15f와 거의 마찬가지의 요철구조를 지니는 퇴적막을 얻
었다.

또, 기판온도를 실온으로 하고, 방전을 1.5분간 계속한 이외에는 상기와 동일한 조건을 이용하였다. 

다음에, 마찬가지의 스퍼터링법에 의해서 제2층영역의 ZnO를 퇴적하고, 이때, 방전시간은 15분으로 하였
다. 또, 기판온도를 각각 실온, 100℃,200℃ 및 300℃로 유지하여 시료 16a,16b,16c 및 16d를 얻었다.

표 12에 이들 시료의 외관 및 SEM관찰결과를 요약하였다.

광트랩이 일어나는 이유로서는, 금속층자체가 요철구조인 경우에는 금속층에서의 광의 산란에 연유하는 
것으로 고려할수 있으나, 금속층이 평활하고 투명층이 요철구조인 경우에는 반도체의 표면 및/또는 반도
체와 투명층간의 계면에 있어서 요철의 피크부와 바닥부사이의 광의 위상차에 의한 산란에 연유하는 것으
로 고려할 수있다. 요철의 피치는 바람직하게는 3000~20000Å, 보다바람직하게는 4000~15000Å, 또 요철
의 높이는 바람직하게는 500~20000Å, 보다 바람직하게는 700~10000Å이다. 또 반도체표면이 투명층과 마
찬가지의 요철구조로 되면, 광의 위상차에 의한 산란이 일어나기 쉬워 광트랩효과가 높아진다.

또, 투명층의 비저항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투명층
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도전성 산화물에서는 비저항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가 있으며 또 전체의 두께
를 보다 얇게 하기 위하여 불순물의 첨가에 의해 저항을 적절하게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면 n형 
반도체에는 적절한 양의 억셉터형 불순물(예를들면 ZnO에 Cu, SnO2에 Al등)을 첨가해서 진성화하여 저항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투명층이 복수개의 층영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상기 층영역에 적절한 불순물을 첨가해도
되나, 적어도 1개의 층영역에 불순물을 도입해서 투명층전체에 적절한 저항을 지니도록 해도 된다.

또, 이와같이 진성화된 투명층은 일반적으로 산이나 알칼리에 의해서 애칭되기 어렵기 때문에, 광기전력 
소자의 제조의 후속공정에 있어서 반도체층이나 ITO층의 패터닝에 이용되는 약품에 의한 공격을 받기어렵
고 또 광기전력소자를 고온, 고습환경하에서 장기간동안 사용할 경우의 내구성이 향상되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투명층의 요철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산, 알칼리 또는 염수용액에 의한 애칭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투명층의 이와 같은 진성상태는 작업효율을 저하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불순물을 
도입하지 않은 투명층을 에칭한 후 진성화된 상태의 다른 투명층을 적층함으로써, 내약품성 및 내구성이 
높고 적절한 저항을 지니는 광기전력소자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명층에 불순물을 첨가하기 위해서는 
실험 3,4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증발원이나 목표물에 소망의 불순물을 첨가해도 되며, 특히 스퍼터링법의 
경우에는 목표물 상에 불순물을 함유하는 재료의 작은 조각을 배치해도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1도에 도시한 PIN형 a-Si구조의 광기전력소자를 제작하였으나, 이 경우 금속층
(102)은 형성하지 않았다. 표면을 연마안, 크기 5cm×5cm, 두께 1mm의 Al판(101)상에, Cu를 5% 함유하는 
ZnO목표물을 이용하는 제6도에 도시한 장치에서 기판온도를 250℃로 하여,  평균두께가 4000Å인 ZnO층
(103)을 퇴적하였다. 이때의 ZnO의 표면은 요철구조였다.

이와같이  형성된  하부전극을  지닌  기판을,  시판되는  용량결합형  고주파  CVD장치(Ulvac사  제품 CHJ-
3030)에 세트하고, 배기펌프에 접속된 배기관을 통해서 반응실을 략적으로 배기한 후 이어서 고진공상
태로 하였다.

이때, 기판의 표면 온도는 250℃에서 유지되도록 온도제어기구에 의해서 제어하였다. 충분히 배기된 후, 

가스도입관으로부터 SiH4 300sccm, SiF4 4sccm, PH3
1
H2(1% H2 희석) 55sccm 및 H2 40sccm을 도입하고, 드로

틀밸브의개구도를 조정해서 반응실의 내부압력을 1Torr로 유지하였다. 압력의 안정화된 시점에서, 고주파
전원으로부터 200W의 전력을 투입하고, 플라즈마는 5분간 지속시켰다. 이에 의해, n형 a-Si층(105)이 투
명층(103)상에 형성되었다.

다시 반응실을 배기한 후, 이번에는 가스도입관으로부터 SiH4 300sccm, SiF4 4sccm 및 H2 40sccm을 도입하

고, 드로틀밸브의 개구도를 조정해서 반응실의 내부압력을 1Torr로 유지하였다. 압력이 안정화된 시점에
서, 고주파전원으로부터 150W의 전력을 투입하고, 플라즈마는 40분간 지속시켰다. 이것에 의해 n형 a-
Si층(105)상에  i형  a-Si층(106)이  형성되었다.  다시  반응실을  배기한  후,  가스도입관으로부터 SiH 4 

50sccm, BF3/H2(1% H2 희석) 50sccm 및 H2 500sccm을 도입하고, 드로틀밸브의 개구도를 조정해서 반응실의 

내부압력을  1Torr로  유지하였다.  압력의  안정화된  시점에서,  고주파전원으로부터  300W의  전력을 
투입하고, 플라즈마는 2분간 지속시켰다. 이것에 의해, i형 a-Si층(106)상에 P형 μc-Si층(107)이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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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어서, 시료를 CVD장치로부터 꺼내서, 저항가열 진공증착장치내에서 ITO를 퇴적한후, 염화철수용
액을 함유하는 페이스트를 인쇄하여 소망의 형상으로 투명전극(108)을 패턴화하고, 은페이스트를 스크린 
인쇄하여 집전전극(109)을 형성함으로써, 광기전력소자를 완성하였다. 이방법으로 10개의 시료를 제작하

여, AM-1.5(100mW/cm
2
)의 광조사하에 광전변환효율을 측정한바, 9.5± 0.2%로 우수한 광전변환효율이 재현

성좋게 얻어졌다. 또, 이들 광기전력소자를, 온도 50℃, 상 습도 90%의 조건하에서 1000시간동안 방치하
였으나, 변환효율은 9.2± 0.5%로 거의 효율에 열화를 보이지 않았다.

[실시예 2]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1도에 도시한 구성의 PIN형 a-SiGe광기전력소자를 제작하였다. 표면을 연마한, 
크기 5cm×5cm, 두께 1mm의 스테인레스스틸판(101)상에, 도금법에 의해 두께 1500Å의 표면이 평활한 Cu
층(102)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이온도금법에 의해 기판온도를 350℃로 해서 산소분위기하에서 Cu를 1%함
유하는 Zn을 이온도금하여, 평균두께가 1μ이고 표면이 요철구조인 ZnO층을 퇴적하였다.

이어서, i층으로서, Si2H6를 50sccm, GeH4를 10sccm 및 H2는 300sccm도입하고, 반응실의 내부압력을 lTorr

로 유지해서 100W의 전력을 투입하여 플라즈마를 10분간 지속시켜서 퇴적시간 a-SiGe을 이용한 이외에는 

실시예와 마찬가지로해서 10개의 시료를 제작하였다. 이들소자를 AM-1.5(100mW/cm
2
)의 광조사하에 특성측

정을 행한바, 8.5± 0.3%의 우수한 변환효율이 재현성좋게 얻어졌다.

[실시예 3]

제7도에 도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이면반사층을 형성하였다. 여기에서, 기판공급실(603)에는 
이미 세정완료된 폭 350mm, 두께 0.2mm 및 길이50m의 스테인레스스틸시트의 틀(601)이 세트되어 있다. 여
기에서부터 스테인레스스틸시트 (602)는 금속층퇴적실(604) 및 투명층퇴적실(605)을 거쳐서 감기실(606)
로 공급된다. 시트(602)는 각각의 퇴적실에서 히터(607),(608)에 의해 소망에 온도로 가열되도록 되어있
다. 퇴적실(604)내에 장착된 목표물(609)은 순도 99.99%의 Al로 구성되어,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시트(602)상에 Al 층을 퇴적하고, 퇴적실(605)내에 장착된 목표물(610)은 순도 99.5%의 ZnO(단 0.5%의 Cu
를 함유)로 구성되어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계속해서 층을 퇴적한다. 퇴적속도 및 소망의 막두께
의 관계에서 목표물(610)은 4개가 설치되어있다.

이 장치를 이용해서 임면반사층을 형성하였는데, 이때 시트공급속도를 20cm/min으로 하고, 히터(608)만을 
이용해서 ZnO퇴적의 기판온도를 250℃로 하였다. 아르곤을 공급하여 압력을 1.5mTorr로하고, 각 캐소드에 
500V의 DC전압을 인가하였다. 목표물(609)에는 6A의 전류가, 목표물(610)에는 4A의 전류가 흘렀다. 감겨
진 시트를 조사한바, Al층의 두께는 1600Å, ZnO층의 두께는 평균 3800Å이며 ZnO층의 표면은 
혼탁하였다.

이 위에 제10도에 도시한 구조의 a-Si/a-SiGe 랜덤광기전력소자를 형성하였다. 제10도에 있어서, (701)은 
기판,  (702)는  금속층,  (703)은  투명층,(704)는  하부셀,  (708)은  상부셀,(705)(709)는  n형  a-Si층, 
(707)(711)은 P형μc-Si층, (706)은 i형 a-SiGe층, (710)은 I형 a-Si층이다. 또, 이들 반도체층은, 미국
특허 제4,492,181호에 기재되어있는 바와 같은 롤-투-롤형 막형성장치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형성하였다. 또, 투명전극(712)은 제7도에 도시한 것과 유사한 스퍼터링장치에 의해 형성하였다. (713)은 
집전전극이다. 투명전극의 페터닝 및 집전전극의 형성 후, 시트(602)를 조각으로 절단하였다. 이렇게해서 
전체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해서 양산효과를 거둘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100개의 시료를 제작하고, AM-1.5(100mW/cm
2
)의 광조사하에 특정평가를 행한 바, 11.2±0.2%

의 우수한 변화효율이 재현성좋게 얻어졌다. 또, 이들 시료를 온도 50℃, 상 습도 905의 환경하에 1000
시간 방지한 후에도 효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또, 이방법으로 작성한 다른 100개의 시료를 개방상태에
서 AM-1.5에 상당하는 광으로 600시간 조사한바, 변환효율이 10.5±0.3%로 광에 의한 열화도 적었다. 이
들 결과는 랜덤구성을 취함으로써 파장이 긴 영역의 광까지 유효하게 흡수되어, 출력전압이 보다 높게될
수 있기때문이며, 또 광조사에서의 반도체층의 열화를 저감시킬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해서, 본 
발명의 이면반사층의 효과와의 조합에의해, 변환효율이 높고 신뢰성이 높은 광기전력소자를 얻을 수 있었
다.

[실시예 4]

표면을 연마한 Cu만을 기판으로 이용한 이외에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면반사층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처리한 기판과 ZnO를 퇴적하지 않은 기판상에, 스퍼터링법으로 Cu를 0.2μ, Im을 
0.4μ두께로 퇴적하였다. 그 후, 이 시료를 석영유리제의 벨자(bell jar)에 옮기고 400℃로 가열하면서 
벨자내에 수소로 10%로 희석한 셀렌화수소(H2 Se)를 공급하며 Cuinse2 (CIS)의 박막을 형성하였다. 그위에 

다시 스퍼터링법에 의해 CuS층을 0.1μ 두께로 형성한 후, 250℃에서 어닐링해서 P/n접합을 형성하였다. 
그 위에 실시예 1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투명전극과 집전전극을 형상하였다.

이와같이 해서 얻어진 광기전력소자를 AM-1.5(100mW/㎠)의 과조사하에 특성평가를 행한 바, ZnO층이 있는 
광기전력소자에서는 변환효율이 9.5%로 우수하였으나, ZnO층이 없는 광기전력소자에서는 단지 7.3%로 효
율이 열화되었다. 이들 결과로부터 본 발명이 a-Si 이외의 반도체에 해서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실시예 5]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2도에 도시한 구조의 PIN형 a-Si 광기전력소자를 제작하였으나, 단 금속층(10
2)은 형성하지 않았다. 표면을 연마한, 크기 5cm×5cm, 두께 1mm의 Al판(101)상의 제6도에 도시한 장치에
서 ZnO목표물을 이용하여 기판온도를 300℃로해서 평균두께가 4000Å인 ZnO층(103a)을 퇴적하였다. ZnO층
을 표면은 요철구조였다. 그후, 기판온도를 실온까지 내린후, 500Å두께의 ZnO층(103b)을 퇴적하였다.

이렇게해서  얻어진  이면반사층위에,  실시예1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PIN형  a-Si반도체층(104), 투명전극
(108)  및  집전전극(109)을  형성하여 광기전력소자를 완성하였다.  이방법으로 10개의  시료를 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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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1.5(100mW/cm
2
)의 광조사하에 특성평가를 행한바, 9.7±0.2%의 우수한 광전변환효율이 재현성좋게 얻어

졌다. 이들소자를 온도50℃, 상 습도 90%의 환경하에서 1000시간 방치한후, 변환효율은 9.4±0.5%로 거
의 열화되지 않았다.

[실시예 6]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2도에 도시한 구성의 PIN형 a-Si광기전력소자를 제작하였다. 표면을 연마한, 크
기 5cm×5cm, 두께 1mm의 스테인레스스틸판(101)상에, 도금법에의해 두께 1500Å의 표면이 평활한 Cu층
(102)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기판온도를 350℃로 하고 산소분위기 하에서 Zn을 이온도금하여 평균 두께
가 1μ이고 표면이 요철구조인 ZnO층을 퇴적하였다. 이어서, 이기판을 10%아세트산수용액에 45초간 침적
하고, 80℃의 항온조에서 20분간 건조한후, 다시 상기 이온도금법에 의해 기판을 실온으로 하고 700Å 두
께의 ZnO층을 최적하였다. 

계속해서, i층으로서, Si2H6를 50sccm, GeH4를 10sccm, H2 300sccm 도입하고, 반응실의 내부압력은 1Torr로 

유지해서, 100W의 전력을 투입하여 플라즈마를 10분간 지속시켜서 퇴적한 a-SiGe층을 이용한 이외에는 실
시예 1과 마찬가지의 후속공정으로 10개의 시료를 제작하였다. 이들 소자를 AM-1.5(100mW/cm2)의 광조사
하에 특성평가를 행한 바, 8.7±0.3%의 우수한 변환효율이 재현성이 좋게 얻어졌다.

[실시예 7]

제8도에 도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이면반사층을 형성하였다. 여기에서 기판공급실(603)에는, 
이미  세정이  완료된  폭  350mm,  두께0.2mm  및  길이  500m의  스테인레스스틸시트의  롤(601)이  세트되어 
있다. 이것으로부터 스테인레스스틸시트(602)는 금속층 퇴적실(604), 제1층 퇴적실(605a) 및 제2층 퇴적
실(605b)을  거쳐서  감기실(606)에  공급되고  있다.  상기  시트(602)는  각각의  퇴적실에서  각 히터
(607),(608a),(608b)에 의해 소망의 온도로 가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퇴적실(604)내에 장착된 목표물
(609)은 순도 99.99%의 로,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시트(602)상에 Al층을 퇴적하고, 퇴적실내에 
장착된 목표물(610a),(610b)은 순도 99.99%의 ZnO로,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연속해서 ZnO층을 퇴
적한다. 

퇴적속도 및 소망의 막두께의 관계에서 목표물(610a)은 4개 설치되어 있는 반면 목표물(610b)은 그 1/2폭
인 것이 1개 설치되어 있다.

이장치를 이용해서 이면반사층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형성하였다. 세트의 공급속도를 20cm/min으로 하
고, 히터(608b)는 사용하지 않고 히터(608a)만을 사용해서 ZnO퇴적시의 기판온도를 250℃로 되도록 가열
하였다. Al을 공급해서 압력을 1.5mTorr로 하고, 각 캐소드에 600V의 DC전압을 인가하여 목표물(609)에는 
6A,목표물(610a)에는 4A,그리고 목표물(610b)에는 2A의 전류가 흘렀다. 감겨진 시트를 조사한바, A1층의 
두께는 1600Å인데 해서 ZnO층의 두께는 2개의 층영역을 모두 합해서 평균 4300Å이었으므로, ZnO층의 
표면을 혼탁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얻어진 기판상에, 제11도에 도시한 구성의 a-Si/a-SiGe랜덤 광기전력소자를 형성하였다. 
여기에서(701)은 기판,(702)는 금속층,(703)은 투명층,(704)는 하부셀,(708)은 상부셀,(703a)는 ZnO의 제
1층영역,(703b)는  ZnO의  제2층영역,(705),(709)는  n형  a-Si층,(707),(711)은  P형  μc-Si층,(706)은  i형 
a-SiGe층,(710)은 i형 a-Si층이다. 이들 반도체층은, 미국특허 제4,492,181호에 기제된 바와 같은 롤-투-
롤형 막형성장치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제조하였다. 또, 투명전극(712)은 제8도에 도시한 것과 유사한 
스퍼터링장치에 의해서 퇴적하고, 그 위에 집전전극을 형성하였다. 투명전극의 패터닝 및 집전전극의 형
성후에, 시트(602)를 조각으로 절단하였다. 이와같이해서 전체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양상효과를 거
둘수가 있었다.

이 방법으로 100개의 시료를 제작하고, AM-1.5(100mW/cm
2
)광조사하에 특성평가를 행한바, 11.5±0.2%의 우

수한 광전변환효율이 재현성좋게 얻어졌다. 이들소자를 온도 50℃, 상 습도 90%의 환경하에 1000시간 방
치한 후에 변환효율을 11.0±0.6%로 거의 열화되지 않았다. 또 상기 방법으로 처리한 다른 100개의 시료
를, 개방상태에서 AM-1.5에 상당하는 광으로 600시간 조사한바, 변환효율은 10.7±0.3%로 광에 의한 열화
도 한계가 있었다. 이들 결과는, 랜덤구조를 취함으로써 파장이 긴 영역의 광까지 흡수되어 출력전압이 
보다 높아질수 있었기때문이며, 또 광조사하의 반도체층의 열화를 저감시킬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이해서, 본 발명을 이면반사층을 효과와의 조합에의해, 변환효율이 높고 신뢰성이 높은 광기전력소자를 
얻을수 있었다.

[실시예 8]

표면은 연마한 Cu판을 기판으로서 이용한 이외에는 실시예 5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면반사층을 형성하였
다. 이와같이 처리된 기판과 제2층영역의 ZnO층을 퇴적하지 않은 기판상에, 스퍼터링법에 의해 Cu를 0.2
μ, In은 0.4μ두께로 퇴적하였다. 이어서, 이 시료를 석영유리제의 벨자에 옮기고, 400℃로 가열하면서 
벨자내에 수소로 10%로 희석된 셀렌화수소(H2Se)를 공급하여 CuInSe2(CIS)의 박막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그 위에 스퍼터링법에 의해 CIS층을 0.1μ두께로 퇴적한후, 250℃에서 어닐링을 수행하며 p/n접합을 형성
하였다. 그 위에 실시예 5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투명전극 및 집전전극을 형성하였다.

이와같이 해서 얻어진 광기전력소자를 AM-1.5(100mW/cm
2
)의 광조사하에 특성평가를 행한바, 2개의 ZnO층 

영역을 지닌 광기전력소자에서는 변환효율이 9.6%로 높은데 비해 1개의 ZnO층 영역을 지닌 광기전력소자
에서도 변환효율이 9.5%로 높았다. 그러나, I-V특성은 측정한바, 단위면적당의 분토저항이 200Ωcm이하인 
광기전력소자는, 2개의 층영역을 지닌 경우에는 4%, 1개의 층영역을 지닌 경우에는 20%이었으므로, 2층구
조인 경우가 신뢰성이 높았다.

[실시예 9]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3도에 도시한 구성의 PIN형 a-Si광기전력소자를 제작하였으나, 단 금속층(102)
은 형성하지 않았다. 표면을 연마한, 크기 5cm×5cm, 두께 1mm인 Al판(101)상에, 제6도에 도시한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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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ZnO목표물을 이용해서 기판온도를 실온으로 하여, 1000Å두께의 ZnO층(103c)을 퇴적하였다. 그 위에 
기판온도를 300℃로하여, 평균두께가 3000Å인 ZnO층(103d)을 퇴적하였으며, 이 ZnO층의 표면을 요철구조
였다.

이와같이 해서 얻어진 이면반사층상에 실시예 1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PIN형 a-Si 반도체층(104), 투명전
극(108) 및 집전전극(109)을 형성해서 광기전력소자를 완성하였다. 이 방법으로 10개의 시료를 제작하여, 

AM-1.5(100mW/cm
2
)의 광조사하에 특성평가를 행한바, 9.6±0.2%의 우수한 광전변환효율이 재현성좋게 얻어

졌다. 또, 이들 소자를 온도 50℃, 상 습도 90%의 환경하에서 1000시간 방치한후의 변환효율은 9.3±
0.5%로, 열화는 거의 없었다.

[실시예 10]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3도에 도시한 구조의 PIN형 a-SiGe광기전력소자를 제조하였다. 표면을 연마한 
크기 5cm×5cm, 두께 1mm인 스테인레스스틸판(101)상에, 도금법으로 두께가 1500Å이고 표면에 평활한 Cu
층(102)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기판온도를 실온으로해서 산소분위기하에 Zn을 이온도금하여 두께가 800
Å인 ZnO층을 퇴적하였다.

계속해서,상기 이온도금법에 의해, 기판온도를 250℃로 하여, 두께가 1μ이고, 표면이 요철구조인 ZnO층
을 퇴적하였다. 이어서 i층으로서, Si2H6를 50sccm, GeH4를 10sccm 및 H2를 300sccm도입하고, 반응실의 내

부압력을 lTorr로 유지하여, 100W의 전력을 투입해서 플라즈마를 10분간 지속시켜서 퇴적한 a-SiGe층을 
이용한  이외에는  실시예9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10개의  시료를  제작하였다.  이들소자를 AM-

1.5(100mW/cm
2
)의 광조사하에서의 특성평가를 한바, 8.6±0.4%의 우수한 광전변환효율이 재현성좋게 얻어

졌다.

[실시예 11]

제9도에 도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이면반사층을 형성하였다. 여기에서 기판공급실(603)에 세정
완료된, 폭350mm, 두께0.2mm 및 길이 500m의 스테인레스스틸시트의 롤(601)을 세트하였다. 이것으로부터 
상기 스테인레스스틸시트(602)는 금속층퇴적실(604), 제1층퇴적실(605c) 및 제2층퇴적실(605d)을 거쳐 감
기실(606)로 공급된다. 시트(602)는 각 퇴적실에서 히터(607),(608c),(608d)에 의해 소망의 온도로 가열
될수 있도록 되어있다. 

퇴적실(604)내에 장착된 목표물(609)은 순도99.99%의 Al로,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시트(602)상에 
Al층을 최적하고, 퇴적실(605c),(605d)내에 장착된 목표물(610c),(610d)은 순도99.9%의 ZnO로, DC마그네
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계속해서 Zn층을 퇴적한다. 퇴적속도 및 소망의 막두께의 관계에서 목표물(610)은 
폭이 1/2인 것이 1개, 목표물(610d)은 4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장치를 이용해서 이면반사층의 형성을 다음 방법으로 행하였다. 시트반송 속도를 20cm/min로 하고, 히
터(608d)만을 이용해서 퇴적시의 기판온도를 250℃로 하였으며, 또, 히터(608c)는 사용하지 않고 이때의 
기판온도는 실온으로 하였다. Ar을 공급하여 압력을 1.5min로 하고, 각가의 캐소드에 500V의 DC전압을 인
가하여, 목표물(609)에는 6A, 목표물(610c)에는 2A, 목표물(610d)에는 4A의 전류가 흘렀다. 감겨진 시트
를 조사한바, Al층의 두께는 1600Å, ZnO층의 두께는 2개의 층영역을 합해서 평균 4400Å이었며, ZnO층의 
표면은 혼탁하였다.

이외에 제12도에 도시한 구조의 a-Si/a-SiGe랜덤광기전력소자를 형성하였다. 제12도에 있어서,(701)은 기
판,(702)는 금속층,(703)은 투명층,(704)는 하부셀,(708)은 상부셀,(703c)는 제1층영역,(703d)는 제2층영
역,(705),(709)는 n형 a-Si층,(707),(711)은 P형 μ-Si층,(706)은 i a-SiGe층,(710)은 ia-Si층이다. 이들 
반도체층은, 미국특허 제4,492,181호에 기재된 바와같은 롤-투-롤형 막형장치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제
조하였다.

또, 투명전극(712)은 제9도에 도시한 것과 유사한 스퍼터링장치로 퇴적하였다. 그위에 집전전극(713)을 
형성하였다. 투명전극의 패터닝 및 집전전극의 형성후에, 시트(602)를 절단하였다. 이와같이 해서 전체공
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양산효과를 거둘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100개의 시료를 제작하고, AM-1.5(100mW/cm
2
)의 광조시하에 특성평가를 행한바 11.3±0.2%의 

우수한 광전변환효율을 재현성좋게 얻을 수 있었다. 또, 이들 소자를 온도 50℃, 상 습도 90%의 환경하
에서 1000시간 방지한 후의 변환효율은 11.1±0.6%로 거의 열화되지 않았다. 상기 방법으로 또 100개의 
시료를 제작하여,  개방상태에서 AM-1.5에  상당하는 광으로 600시간 조사한 바,  광전변환효율은 10.7±
0.3%로 광에의한 열화도 한계가 있었다. 이들 결과는, 랜덤구조를 취함으로써 파장이 긴 영역의 광까지 
유효하게 흡수되어, 출력전압이 보다 높아질수 있었기 때문이며, 도 광조사하의 반도체층의 열화를 저감
시킬수 있엇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해서, 본 발명의 이면반사층의 효과와의 조합에의해, 변환효율이 높고 
신뢰성이 높은 광기전력소자를 얻을수 있었다.

[실시예 12]

표면을 연마한 Cu판을 기판으로서 이용한 이외에는 실시예9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면반사층을 형성하였
다. 이와같이 처리된 기판과 제2층영역의 ZnO층을 퇴적하지 않은 기판상에, 스퍼터링법에 의해 Cu를 0.2
μ,In을 0.4μ두께로 퇴적하였다. 이어서, 이시료를 석영유리제의 벨자에 옮기고, 400℃ 로 가열하면서 
벨자내에 수소를 10%로 희석된 셀텐화수소(H2Se)를 공급하여 CuInSe2(CIS)의 박막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그위에 스퍼터링법에 의해 CdS층을 0.1μ두께로 퇴적한후, 250℃에서 어닐링은 수행하여 P/n접합을 형성
하였다. 그 위에 실시예9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투명전극 및 집전전극을 형성하였다.

이와같이해서 얻어진 광기전력소자를 AM-1.5(100mW/cm
2
)의 광조사하에 특성평가를 행한바, 2개의 ZnO층 영

역을 지닌 광기전력소자에서는 변환효율이 9.6%로 높은데 해 1개의 평활한 ZnO층영역만을 지닌 광기전
력소자에서는 변환효율이 8.3%로 열등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본 발명이 a-Si이외의 반도체에 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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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실시예 13]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한 제조된 광기전력소자의 일례로서 태양전지를 니켈-크롬(NiCd)전지 
등의 축전지와 일체화함으로써 극히 축전지의 취급이 용이하게 될 수있는 것을 나타낸다.

먼저, 스테인레스스틸시트를 신에, 폭350mm, 두께0.015의 JISG 3141에 상당하는 냉간압연강판에 두께 5
μ의 니켈도금을 시행한 시트롤을 이용한 이외에는 실시예3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a-Si/a-SiGe랜덤광기전
력소자를 제작하였다. 또, 투명전극을 58×100mm로 패터닝하고, 집전전극을 형성한후, 소자를 70×110mm 
크기로 절단하였다. 제13도에 이와같이 제작된 광기전력소자를 용기로서 이용한 축전지를 도시하였다. 이 
제13도는 이 축전지에 외부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축전지용기(1501)상에,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광기전력소자를 내장시키고, 내부에서 발생된 가스의 압력
에 견디도록 튼튼한 바닥판이 설치되어 있다. 상기 바닥판에는 광기전력소자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부분이  음극단자로서  역할한다.  제13도는(b)는  축전지의  내부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내부에는 음극판
(1504)과 양극판(1505)이 세퍼데이터(1506)에 의해 분리되어 감겨있다. 

상기 극판(1504),(1505)은 Ni-Cd합금의 소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퍼레이터(1506)는 나일론제의 부직
포이며 수산화칼륨의 전해액이 함침되어있다. 음극판 (1504)은 용기(1501)에 접속되고, 양극판(1505)은 
양극단자(1502)에 접속되어 있다. 또, 전해액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킹(1506)을 장비하 플라스틱뚜
껑 (1507)에 의해 내부가 밀봉되어 있다. 그러나, 금속충전 또는 방전에 따른 압력의 급상승에 의한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뚜껑(1507)에는 안전밸브(1509)가 설치되어 있다.

또,  광기전력소자표면의 그리드전극(1513)에는  리드선이 접속되어 역류방지용 다이오드(1503)를  통해서 
양극단자(1052)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광기전력소자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기에 원통형상의 열
수축성시트를 덮어 씌운후, 열풍으로 가열하여, 양극단자(1502) 및 바닥판을 제외하고 축전지를 피복하였
다. 제14도는 상기의 접속을 한 경우의 등가회로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축전지(1510)는, 음극단자
(바닥판)(1501) 및 양극단자(1502)에 의해 외부의 부하(1512)에 접속된다.

여기에서  광기전력소자(1512)에  광을  조사하며,  약  1.6V의  광기전력을  발생하고  이  전압을  축전지 
)(1510)에 인가된다. 축전지의 전압을 최 로도 약 1.2V이므로, 다이오드(1503)는 순방향으로 부세되어, 
광기전력소자(1511)에 의해 축전지(1510)는 충전된다.

그러나, 광기전력소자(1511)에 광을 조사하지 않으면, 다이오드(1503)는 역방향으로 부세되므로, 축전로
부터 쓸데없이 전류가 공급되지 않는다. 또, 이 축전지를 통상의 충전기에서 충전할 경우에도 상기 다이
오드(1503)의 작용에 의해, 광기전력소자(1511)에 쓸데없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충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아기전력소자가 내장된 본 실시예의 축전지는 사용후 전자케이스
로부터 꺼내어 창가 등과 같이 강한 빛이 닿는 장소에 방치해 놓거나, 전자케이스가 투명한 커버라면, 광
에 의해 충전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별한 충전지가 불필요하므로 특히 옥외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또 
급속충전을 요할 경우에는, 통상의 충전기로 충전할수 있다. 더욱이, UM1(단 l형)전지, UM2(단 2형)전지 
또는 탱크형 전지등의 일반전지와 마찬가지 형상으로 형성할수 있으므로, 각종 전기기에 사용할 수 있으
며, 외관도 스마트하다.

이러한 전지2개를 휴 용 전등에 넣고, 다쓴후, 꺼내어 햇볕이 드는 창가에 방치하여 충전하였다. 날씨가 
맑은날 하루면 충분히 충전되어 다시 전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 

[실시예 14]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용의 태양전지로서는, 단위면적당의 출력이 크고 방사선에 한 내성이 큰 InP등의 
화학물 결정 태양전지가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태양전지는 웨이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페널상에 고
착시켜야만 한다. 인공위성 발사시에는 패널이 소형화되어야만 하고, 복수개의 패널용의 복잡한 접함-펼
침기구를 필요로 함으로, 단위면적당의 출력이커도, 단위중량당의 출력은 상당히 저하될수 밖에없다.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서 제작된 광기전력소자의 일례로서의 태양전지를 인공위성의 전원으
로서 사용함으로써 간단한 기구에 의해 커다란 단위중량당 출력을 얻을수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스테인레스스틸기판 신에 폭350mm, 두께 0.15mm의 JIS 2219에 상당하는 알루미늄판(구리, 망간등
을 함유)의 시트롤을 이용한 이외에는 실시예13의 방법과 마찬가지로해서 a-Si/a-SiGe랜덤광기 전력소자
를 제작하고, 투명전극 0712)을 105×320mm 로 패터닝하고, 집전전극(1713)을 형성한후, 시트를 절단하였
다. 각 광기전력소자의 긴 변의 일단부를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기판표면을 노출시켰다. 그후, 제15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이들 소자를 직렬로 접속하였다. 즉, 광기전력소자(1701)의(1702)를 약 5mm의 간격을 두
고,  예를들면 폴리스티렌,  폴리이미드,  셀룰로즈트리아세테이트 또는 트리풀루오로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절연막  (1703)에  의해  이면으로부터  접속하고,  광기전력소자(1701)의  집전전극(1713)과 광기전력소자
(1702)의 노출된 기판부(1704)를 구리잉크나 은잉크를 이용해서 구리시트(1705)로 가열압착하여 접속하였
다. 여기에서, 구리시트(1705)의 광기전력소자 (1701)의 기판간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이미드막
(1700)을 에지부에 빠르고, 그위에 보호용 폴리에스테르필름(1707)을 접착하였다.

광기전력소자 200개를 직렬접속하여 길이 약 20m의 광기전력소자의 응용예로서의 태양전지를 형성하였다. 
이 태양전지는 제16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구성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공위성의 본체(1901)에는 회전가능
한 축(1902)이 설치되어 있고, 이 축상에는 시트형상의 공기전력소자(1903),(1904)등이 감겨있다.

(1903)은 광기전력소자가 완전히 펼쳐진 즉 전개된 상태이고,(1904)는 반만 감긴 상태이다. 또 시트형상 
광기전력소자의 일단부에서 발생된 전류는 광기전력소자와 함께 감길 수 있는 도시하지 않은 케이블에 의
해서 인공위성본체에 공급된다. 또, 상기 시트형상광기전력소자(1903),(1904) 및 상기 케이블은 도시하지 
않은 구동계에 의해서 전계되거나 감길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인공위성의 발사시에는 시트형상 광기전력소자(1903),(1904)가 감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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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유지되고, 인공위성의 궤도에 오른 후에는, 회전축이 태양을 향하도록 서서히 회전된다. 동시에 
시트형상 광기전력소자를 서서히 전계함으로써 원심력에 의해 상기 광기전력소자는 방사상으로 전개되어 
발전한다. 인공위성의 궤도변경, 자세변경 또는 궤도로부터의 회수 등을 행할 때는, 시트형상 광기전력소
자를 예를 들면 모터에 의해 감는다. 그후, 필요에 따라, 상기 광기전력소자를 재차 전개에서 재발전을 
행한다. 이 6매의 광기전력소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는 출력이 최  5KW이고 구동계를 포함한 총중량이 
약 30kg이므로 중량당 출력이 큰 발전시스템을 얻을 수 있다.

[실시예 15]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서 제조된 광기전력소자를 파형으로 조형하여 얻은 지붕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실시예 3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 광기전력소자를 길이 100mm, 폭900mm로 절다하여 얻어진 시
트를 각각 파형으로 프레스가공하고, 길이 1800mm, 폭 900mm인, 예를 들면 염화비닐수지 또는 폴리에스테
르수지로 이루어진 파형판에 붙였다. 광기전력소자상호간의 접속부의 상세를 제17도에 도시하였다. 광기
전력소자(2001)와 (2002)는 10mm의 간격을 두고 파형판(2003)에 접착되어 있다.

광기전력소자(2001)의 그리드전극과 광기전력소자(2002)의 노출된 표면부는 구리시트(2005)에 의해 접속
되어있다. 또, 예를들면, 폴리이미드수지, 폴리비닐알콜수지 또는 폴리스티렌수지로 이루어진, 단락을 방
지하기 위한 절연막(2006)이 설치되어 있다. 또,  지붕재를 고정하기 위한 못구멍(2007)이 미리 파형판
(2003)에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리시트(2005)에는 상기 못구멍보다 큰 구
멍(2008)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못구멍은 필요한 직렬접속부에만 형성되어 있다. 그위에 PVA 수
지층(2009) 및 불소수지층(2010)을 중첩해서, 압착. 가열하여, 일체형의 지붕재를 얻었다. 제18도는 상기 
지붕재를 이용해서 얻은 지붕모양을 도시한 것이다(단 각 일체형지붕재(2102)의 파형의 수는 설명의 간략
화를 위해 적게 그렸다). 제17도는 상기 지붕재(2102)의 각 광기전력소자(2101)의 상세도이다. 직렬접속
부(2103),(2104)에서  인접한 광기전력소자와 접속되어 있다.  여기에서,  직렬접속부(2103)에는  못구멍이 
있으나, (2104)에는 못구멍이 없다. 또, 다른 지붕재(2105)와는 파형 1개를 중첩해서 고정되어 있다. 광
기전력소자는 지붕재(2100)의 왼쪽단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파형판은 투명하기 때문에 인접한 
지붕재(2105)상에 중첩되어 있어도 광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 이 부분에서, 지붕재(2102)의 왼쪽단부에
서 출력단자는, 상기 지붕재(2102)가 중첩되기 전에 미리 지붕재(2105)의 오른쪽 단부에서의 출력단자와 
접속된 후, 상기 접속부를 예를들면 내침식성의 도료로 밀봉해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놓는다. 이와
같이 해서 복수개의 지붕재를 설치함과 동시에 직렬접속이 완료된다.

또, 직렬접속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광기전력소자의 출력단자에 케이블을 접속하여, 파형의 용기부
(2108)의 아래쪽에 케이블을 안내해서 외부로 출력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붕재  4개를  직렬접속한  것을  8세트  병렬로  접속해서  남쪽을  향해  30°경사진  지붕상에 
설치한바, 여름의 낮시간에 약 5KW의 출력이 얻어져, 일반가정용의 전력원으로서 충분한 출력을 얻을 수 
있었다.

[실시예 16]

본 실시예는, 자동차의 환기팬의 구동 또는 축전지의 방전방지 등에 이용가능한 자동차용 광기전력소자에 
관한 것이다. 최근 자동차용의 광기전력소자가 실용화되기 시작했으나, 자동차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루프(sun roof)나 안전장치의 핀상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사양의 자동차
에는 설치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가 없다. 즉 태양광을 받기 쉬운 점에서는 엔진실 덮개(보닛)나 천장이 
양호하나, 이들 장소에 설치하면 자동차의 디자인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자동차의 전후측면은 
접촉에 의한 손상을 받기 쉽다. 한편, 자동차의 리어쿼터필러는, 적절한 면적을 지니고 있으며, 비교적 
손상을 받기 어렵고 또 자동차디자인상의 난점도 적다.

본 실시예는, 시트형상금속기판으로 구성된 본 발명의 광기전력소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리어쿼터필터에 
설치한때 자동차차체와 일체로 될 수 있는 곡선형상의 형태를 지닌 광기전력소자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14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광기전력소자를 제작하고, 자동차의 디자인에 따라 투명전극의 패터닝, 
집전전극의 형성 및 절단을 행하여 개별의 광기전력소자를 얻었다.

이와같이 해서, 얻은 광기전력소자편(片)을 실시예 15의 방법에 따라 직렬 접속하였다. 여기에서는 12V의 
축전지를 장비한 자동차용으로서, 제19도에 10개의 태양전지편으로 이루어진 구성을 도시하였다. 여기에
서 상기 필터 즉 지주상 부에 위치하는 광기전력소자편(2201)은 폭이 좁기 때문에 길게 되어 있으며, 지
주 하부에 위치하는 광기전력소자편(2202)은 폭이 넓기 때문에 짧게 되어 있어, 각 소자편은 략 면적이 
동일하게 되어 있다. 또 소자편의 길이가 길수록 집전전극(2203)(2204)의 밀도를 높게 해서, 투명전극의 
저항에 한 전력손실을 억제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디자인면에서, 광기전력소자의 색상은 중요한 요소이나, 자동차의 다른 부분의 색과 일치하도록 투명전극
의 두께를 조절할수 있다. 즉, 투명전극으로서 ITO를 이용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두께 650Å에서 자주색의 
외관을 제공한다. 상기 색은 투명전극의 두께를 450~500Å으로 하면 황록색으로 되고, 500~600Å으로 하
면 갈색을 띠고, 600~700Å으로 하면 자주색, 700~800Å으로 하면 청색이 강해진다. 또, ITO층의 두께가 
표준치로부터 벗어나면, 광기전력소자의 출력이 다소 저하되나, 탠덤셀의 경우, ITO층을 얇게 한 경우에
는 광의 파장이 짧은 쪽으로 분광감도가 이동하므로 상부셀을 얇게 형성하고, ITO층을 두껍게한 경우에는 
상부셀을 두껍게 하여 상부셀과 바닥셀의 분광감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의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광기전력소자모듈(2302)은 제20도에 도시한 4도에 세단자동차(2301)(도장색은 청색)의 좌우
의 리어쿼터필러에 부착하였다. 제19도는 좌측 필러상에 사용한 모듈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소자를 또, 
제21도에 도시한 회로에 내장하였다. 여기에서, 좌측 광기전력소자(2410)와 우측광기전력소자(2402)는 각
각 다이오드(2403)(2404)를 통해서 축전지(2405)에 접속되어 있다. 또, 태양광이 강해 차내의 온도가 높
을때에는, 환기팬(2406)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좌우측광기 전력소자로부터 출력 전류를 검지하는 전류 
센서(2490),(2410)로부터의 신호충의 적어도 한쪽이 하이레벨일 경우 또 감온센서(2408)로부터의 신호가 
하이레벨일 경우에만 환기팬(2406)의 스위치(2407)가 온 상태로 절환된다.

29-16

1019930001536



이와 같이해서 광기전력소자 모뮬을 설치한 바, 한 여름의 맑은 날, 종래80℃에 달했던 실온을 30℃정도
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고, 또 엄동시에 1주일간 방취해 두어도 축전지의 소모를 피할수 있었다. 또 적설 
후에도, 리이쿼터필러상에 쌓인 눈이 태양광선에 의해 신속하게 녹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구성은 이용가
능 하다.

[표 1]

[표 2]

[표 3]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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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 6]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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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표 9]

[표 10]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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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본 발명의 이면반사층을 이용함으로써, 광의 반사율이 높아지고, 광이 반도체속에 유효하게 트랩되기 때
문에, 반도체에의 광의 흡수가 증가되어, 반사효율이 높은 광기전력소자를 얻을 수 있다. 또 반도체막속
으로의 금속원자의 확산이 억제되고, 반도체속에 부분적인 단락개소가 있어도, 적절한 전기저항에 의해서 
누설전류가 억제되며, 또 내약품성이 높아 후속공정에서 새로운 결함을 형성할 염려가 감소되므로, 신뢰
성이 높은 광기전력 소자를 얻을 수 있다.

또 유효한 광트랩 효과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철구조형 단계에서 금속층이 노출되더라도, 이 노출부분으
로부터 반도체층으로의 금속원자의 확산을 제2층 영역을 형성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 노출부
분과 부분적인 반도체속의 단락개소를 통한 상부전극과의 사이에서의 누설전류의 빈도를, 상기 제2층 영
역을 형성함으로써 줄일수 있어, 광기전력소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욱이,이러한 이면반사층은 롤-투-룰법 등의 양산성이 풍부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제조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광기 전력 소자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평활면을 가진 금속층과, 상기 평활면상에 형성된 투명층과, 상기 투명층상에 형성된 광전변환층으로 구
성되고, 상기 투명층은 상기 평활면과의 반 쪽에 평활면을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층이 복수개의 층영역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층이 전기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층이 ZnO로 이루어지고, 상기 불순물이 Cu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 전력소
자.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층이 ZnO2 로 이루어지고, 상기 불순물이 A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

자.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층의 복수개의 층영역중에서, 상기 금속층쪽에 있는 층영역은 상기 광전변환층
쪽에 있는 층영역보다 높은 비저항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쪽에 있는 층영역이 상기 광전변환층쪽에 있는 층영역보다 두께가 두꺼운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층의 상기 평활면과 접촉된 제1층영역이, 상기 평활면과는 반 쪽에 요철면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평활면은 1000Å이하의 요철피치를 지니며, 상기 제1층영역의 요철면은, 요철피치
가 3000~20000Å이고, 요철크기가 500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층이 복수개의 층영역으로 이루어진 동시에, 상기 금속층의 평활면과 접해서 
설치된 적어도 1개의 층영역이 상기 광전변환층쪽에 요철면을 지니고, 상기 언급한 층영역이외의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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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층영역이 상기 광전변환층쪽에 요철면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평활면은 1000Å이하의 요철피치를 지니는 반면, 상기 금속층에 접해서 형성된 적
어도 1개의 층영역의, 상기 광전변환층쪽에 있는 평활면은 3000Å이하의 요철피치를 지니며, 상기 적어도 
1개의 요철면은, 요철피치가 3000~20000Å, 요철크기가 500~20000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전변환층의 상기 투명층과는 반 쪽에 위치된 면이 상기 투명층과 동등한 요철구
조를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

청구항 13 

평활면을 지닌 금속층, 투명층 및 광기전력층을 구비한 광기전력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투
명층을 복수개의 층영역으로로 형성하고 또 상기 금속층의 평활면과 접하는 층영역을 요철구조로 형성할 
경우, 형성온도의 차를 이용하는 것과, 상기 층형성 온도를 상기 금속층쪽으로부터 제1층형성 온도 T1, 제

2층형성 온도 T2등으로 하면, 상기 제1층형성 온도 T1과 상기 제2 및 그후속층영역의 형성온도중 적어도 1

개의 층형성 온도 Tn 사이에 T1＞Tn의 관계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평활면을 지닌 금속층, 투명층 및 광기전력층을 구비한 광기전력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투
명층을 복수개의 층영역으로 형성하고 상기 금속층의 평활면과 접하는 층영역이외의 적어도 1개의 층영역
을 요철구조로 형성할 경우, 형성온도의 차를 이용하는 것과 상기 층형성 온도를, 상기 금속층쪽으로부터 
제1층영역 온도 T1 제2층영역 온도 T2등으로 하면, 상기 제1층형성 온도 T1과 상기 제2 및 그 후속층영역의 

층형성 온도중 적어도 1개의 층형성 온도 Tn사이에 T1＜Tn의 관계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
력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요철을 형성할 층영역을 퇴적한 후 상기 층영역의 표면은 산, 알칼리 또는 염의 
수용액에 침적함으로써 상기 투명층에 요철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의 제조 방
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산은 아세트산, 황산, 염산, 질산 또는 과염소산이고, 상기 알칼리는 수산화나트
륨,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알루미늄이며, 상기 염은 염화철 또는 염화알루미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기전력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전지용 기상에 광기전력소자를 구비한 축전지에 있어서, 상기 광기전력소자의 광전변환층의 적어도 1개의 
전극이 역류방지용 다이오드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전지.

청구항 18 

감을 수 있는 기판상에 설치된 청구항 제1항기재의 광기전력소자와, 상기 광기전력소자를 감기 위한 회전
축과, 상기 회전축을 구동하는 동력원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위성.

청구항 19 

파형판과, 사이 파형판상에 형성된 청구항 제1항기재의 광기전력소자와, 도전성 시트와, 수지재료로 이루
어진 지붕재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광기전력소자 사이를 상기 도전성 시트로 전기접속하고, 상기 파형판
과는 반 쪽의 상기 광기전력소자의 면은 상기 수지재료로 피복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붕재.

청구항 20 

청구항 제1항기재의 광기전력소자 복수개와, 집전전극을 구비한 광기전력소자모듈에 있어서, 상기 각 광
기전력소자의 직렬접속부는 상호 동일한 수광면적을 지니고, 해당 광기전력소자를 직렬로 길게 접속한 경
우에 상기 집전전극의 밀도를 높게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모듈.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광기전력소자를 구성하는 투명전극의 두께를 변화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
력소자모듈.

청구항 22 

청구항  제21항에  기재된  광기전력소자모듈을  자동차의  리어쿼터필러에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청구항 23 

제14항에있어서, 상기 요철을 형성할 층영역을 퇴적한 후 상기 층영역의 표면을 산, 알칼리 또는 염의 수
용액에 침적함으로써 상기 투명층에 요철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기전력소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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