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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리콘 태양전지 세정공정은 기존의 반도체 세

정공정에서 사용하는 습식 화학용액 기반 세정공

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기존 공정의 문제점인 

비 환경 친화적/고비용 공정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친환경 세정공정기술 개발 방향은 습식세정

공정 반응 후의 유해 배출물을 저감하거나 또는 

원천적으로 무배출하기 위한 전해 이온수, 오존수 

및 수소수와 같은 기능수(functional water)와 친환

경 계면활성제 등의 친환경 습식 세정기술 분야와 

레이저, 플라즈마, CO2, UV 등을 이용하는 건식세

정기술의 두 분류로 나뉘어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왔다.
1-3

이 중에서 오존기능수 세정공정기술은 초순수

에 기능성 가스인 오존을 용해하여 오존이 갖는 

높은 산화력을 이용하는 세정기술로서 기능성 가

스인 오존을 고농도로 생성하기 위한 오존생성기

술과 고농도의 오존기능수 제조기술 그리고 기능

수 세정공정기술 등이 핵심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전지용 웨이퍼 제작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웨이퍼 세정 및 표면 오염원의 

제거에 오존기능수(ozone functional water)를 

적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오존수 세정공정 및 설비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오존수 제조장치

기능수를 기반으로 하는 습식세정공정기술 연

구를 위해서는 세정에 필요한 산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농도의 충분한 오존가스를 생성하여야 

하며, 생성된 오존가스를 고효율로 순수에 용해하

여 습식세정에 필요한 고농도의 오존수를 제조하

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농도 오존수 제조

장치 구성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Block diagram of the ozonated water supply 

system

오존생성장치는 초미세 방전공극을 갖는 유전

체장벽 방전방식의 고농도 오존 플라즈마 생성장

치를 개발하였으며
4
, 오존생성성능은 산소유량 1

[ℓ/min]에서 약 13.7 [wt%]의 고농도 오존생성 특

성을 얻었으며, 이때 약 11.8[g/hr] 의 오존생성특성

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방전관을 적층하

여 70[g/hr]의 오존가스를 오존수 제조에 활용하였

다. Fig. 2에 개발한 오존생성장치 및 그 특성을 

보였다.

Fig. 2 High concentration ozone plasma generator and 

th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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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수는 고농도로 생성된 오존가스를 순수에 

고효율로 용해하여 만들어지며, 강 산화성 특성으

로 반도체 웨이퍼 및 LCD 세정, 감광막 세정 등에 

적용된다. 오존 기능수의 사용 용도가 매우 높은 

산화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농도의 오존가스 

발생과 함께 고효율의 오존 접촉효율을 갖도록 

오존용해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순 접촉방식을 

탈피하여 Fig. 3과 같은 형태의 오존 기능수 생성장

치를 제작하였다. 투입된 고농도 오존가스와 초순

수가 스태틱 믹서와 인젝터를 통하여 혼합된 상태

로 용해장치로 주입되면 헬리컬 방식의 내부 구조

에 의해 액상의 용액과 기체가 혼합되어 버블형태

로 미세화 되어 초미세 버블만이 용해장치를 통하

여 배출되어 고농도의 오존수가 생성되게 된다. 

개발한 오존수 생성장치의 최대 오존수 농도는 

70[ppm]이다.

Fig. 3 Developed high efficiency ozone  contact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ozonated water

3. 오존수 세정장치 구성 및 세정실험

개발한 오존수 생성시스템을 기반으로 실리콘 

태양전지 세정을 위한 공정 Flow를 설계하였다. 

웨이퍼 표면의 유기오염물은 오존수에 의해 제거

되며 파티클은 메가소닉장치에 의해 제거하게 된

다. 세정실험은 실제 태양전지웨이퍼 제조공정에

서 사용하는 sawing 슬러리를 확보하여 인위적으

로 웨이퍼 표면을 오염시킨 상태에서 세정공정설

비에 투입하였으며 6인치 단결정 웨이퍼를 2cm크

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Fig. 4  Ozonated water and megasonic process

오존수 공급은 농도 40[ppm], 메가소닉 출력 

500W~550W로 하여 오존수와 초음파 세정 tag time 

각 5분으로 하여 세정시험을 수행하였다. 세정실

험 결과, wafer 시편에서는 잔류뮬이 육안으로 관

찰되지 않았으며 SEM 측정에서도 10㎛이상의 파티

클이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하므로써 개발한 오존

수에 의한 태양전지웨이퍼 세정공정이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파티클의 경우 메가소닉 방식

보다는 울트라소닉 방식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

였으며, EDS 성분분석장치에서 Mg와 같은 금속 

성분이 관찰되었는 데 이는 sawing 공정에서의 

wire 성분으로서 효과적인 금속파티클 제거를 위

해 수소수 세정공정도 검토할 수 있겠다.

Fig. 5  Silicon solar wafer cleaning results

4. 결론

화학용액기반의 실리콘 태양전지웨이퍼 세정

공정을 친환경 세정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오

존수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습식세정공정기술

과 설비를 개발하고 세정공정실험을 통하여 효과

적으로 웨이퍼 표면의 유기/무기오염물이 제거됨

을 확인하였다. 개발한 친환경 세정공장기술은 차

세대 반도체와 OLED 습식세정공정에도 효과적으

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Nelson, S., “Ozonated Water for Wafer 

Cleaning and Photoresist Removal,” Solid State 

Technology, pp. 107-112, 1999.

2.  De Gendt, S., Wauters, J. and Heyns, M., 

“A novel Resist and Post-Etch Residue Removal 

process Using Ozonated Chemistry,” Solid State 

Technology, pp. 57-60, 1998.

3. 손영수 외, "전자부품의 친환경 세정공정 적용

을 위한 유전체장벽 플라즈마 생성장치 개발", 한국 

정밀공학회지 제 28권 10호, pp 1-7, 2011.

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