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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열처리장치 승온 조건에 따른 CIGS 박막 태양전지 특성 연구
(Characteristics of CIGS Thin Film Photovoltaic Cells with a Change of
Rising-Temperature Time in Rapid Thermal Processing)

․

․

정용민* 박찬일 조금배**
(Yong-Min Jeong

․Chan-Il Park․Geum-Bae Cho)
Abstract

Cu(In,Ga)Se2 (CIGS) thin films were annealed on molybdenium / sodalime glass substrates of
300×300mm2 by rapid thermal processing (RTP) with 2-step rising-temperature times in N2 ambient.
Morphological property,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chemical composition of the precursor of CIGS
thin films were influenced directly with a change of 1st-step rising-temperature time in RTP wherea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different 2nd-step rising-temperature time (final
crystallization temperture). The shorter 1st-step rising-temperature time in RTP obtained the higher
photovoltaic cell efficiency from 7.469% to 8.479% even though the ideal composition in CIGS thin films
could not be accoplished in this study.
Key Words：CIGS, Rapid Thermal Processing, Selenization, Sputtering
1. 서

론

Cu(In,Ga)Se2(CIGS) 박막은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의 광흡수층으로 다른 태양전지 재료와 비교하여 광
흡수율이 높고(>105cm-1) 대형화가 용이하며[1-3], 장
시간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결함에 대한 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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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갈륨(Ga)과
인듐(In)의 조성비 조절을 통하여 밴드갭 에너지를 조
절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기
업과 연구기관에서 활발한 연구와 시제품 제작이 진
행되고 있다[4-5]. 하지만 CIGS 박막 제조과정의 경
우 온도 균일도, 전구체 물질의 상호 확산 거동 및 조
성제어, Na 도핑(doping) 방법 및 제어 방법 등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6-9]. 특히 CIGS 박막의 열처
리 공정에 있어서 전기로(electrical furnace) 방식이
아닌 급속열처리공정(rapid thermal processing, RTP)
의 경우 빠른 공정 시간에 열에너지의 균일한 공급이
가능하여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공정에의 적용이 유
력한 반면에 열처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 4원소계 화합
물인 CIGS 박막의 경우 구리(Cu), 인듐, 갈륨, 셀레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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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의 각 원소간 상호 확산을 정확하게 조절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CIGS 박막 태
양전지 광흡수층의 급속열처리공정의 최적 조건 확보
가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속열처리장치
공정 조건 중 열처리 과정의 승온 속도 변화를 통하여
CIGS 박막 특성 및 갈륨의 확산거동을 연구하고, 이
에 따른 CIGS 광흡수층의 전기적․광학적 특성을 조
사하여 CIGS 박막의 최적 급속열처리공정 조건을 확
보하고자 한다.
2. 실

(b)

험

본 연구에서는 300nm 두께의 몰리브데늄(Mo)/소다
라임유리(sodalime glass) 기판(300×300mm2) 위에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DC-magnetron sputtering)
공정을 이용하여 CuGa(target Ga : 24wt%)층과 인듐
층을 반복하여 3회씩 650nm 증착하고, 진공증착장치
(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하여 셀레늄을 900nm 증
착하여 전구체를 형성하였다. 형성된 전구체는 그림 1
과 같이 유리커버를 사용한 급속열처리장치(온도균일
도 ±1.5℃, 챔버규격 800×800×250mm3, 최대진공도
5.0×10-3Torr, 최대승온속도 1℃/sec)를 이용하여 질
소(N2) 분위기, 공정압력 600Torr 및 25℃ 초기 조건
에서 2단계 승온 방법으로 열처리하여 CIGS 광흡수
층을 제작하였다. 이때 그림 2와 같이 1 단계 승온 시
간을 400초, 700초, 1200초로 각각 다르게 하여 광흡수
층을 제작하고 X선회절분석기(XRD), X선형광분석기
(XRF), 전계효과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이용하
여 재료적 물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서 210℃ 상에서 초기 2차상 형성 및 1차 상변화가 일
어나므로 이 온도까지 승온 시의 속도 변화에 따른 셀
렌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CIGS 태양전지의 전기적․광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박막 태양전지 셀(cell)을 형성하
였다. 황화카드뮴(CdS) 버퍼층은 화학적용액성장법
(chemical bath deposition, CBD)으로 약 60nm를 증착
하였다.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진
성(intrinsic) 산화아연(ZnO)을 50nm 증착 하였으며,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RF-magnetron sp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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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 (a) 급속열처리장치 및 (b) 스택구조
박막태양전지 개략도
Fig. 1. (a) Schematic diagrams of the sample
cover in the rapid thermal process and
(b) thin films stacked structure with
module interconnect structure
#3
#2
#1

공정 유지
조건 온도
(℃)
#1 210
#2 210
#3 210

1단계
승온
시간
(sec)
1200
700
400

유지
시간
(sec)
900
900
900

유지
온도
(℃)
520
520
520

2단계
승온
시간
(sec)
300
300
300

유지
시간
(sec)
900
900
900

그림 2. CIGS 박막의 급속열처리공정 조건
Fig. 2. Processing parameters for CIGS thin films
in R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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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으로 전면 AZO(Al : 2.5wt% doped ZnO) 투명전
극층을 형성하였다. 스크라이버(scriber)를 이용하여
레이저 스크라이브(P1), 기계적 스크라이브(P2 및 P3)
를 각각 형성하였다. 제작된 태양전지 특성은 광기전
력특성(photovoltaic parameters)과 외부양자효율
(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의 측정을 통해
조사하였다. 솔라시뮬레이터(WPSS-1.5x1.2H-50x4,
AM 1.5G, IEC-60904-9, Class A)를 사용하여, 측정범
위 0.28cm2, 측정온도 25℃, 측정파장 300～1300nm 조
건에서 50Uw/cm2 강도(intensity)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CIGS 박막의 열처리 시 온도 구간 선정과 승온 속
도 조절은 박막의 결정성(crystallinity) 및 형상제어,
휘발물질인 셀레늄 제어에 중요한 공정 조건이다. 그
림 3은 열처리 공정을 진행하기 전 및 급속열처리장치
를 이용하여 열처리 공정을 수행한 후 시료의 단면과
표면을 측정한 전계효과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 열
처리 전과 열처리 후를 각각 그림 3 (a)∼(b) 및 그림
3 (c)∼(h)에 나타내었다. 급속열처리공정 결과 1단계
승온 시간에 따라서 표면과 단면 형상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조건 #1(1단계 승
온 시간 : 1,200초)처럼 승온 시간을 느리게 수행한 그
림 3 (c)∼(d)에서는 결정이 2㎛ 정도로 거대하게 커지
고 결정립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조
건 #2(1단계 승온 시간 : 700초)의 경우 그림 3 (e)∼(f)
와 같이 #1과 비교하여 결정 크기가 작으며 결정립 형
성이 비교적 잘 형성 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하지
만 공정조건 #3(1단계 승온 시간 : 400초)의 그림 3 (g)
∼(h)와 비교하여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가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조건 #3의 경우 결정 크
기와 결정립 형성이 공정조건 #1 및 #2와 비교하여 균
일하게 형성되며 표면 거칠기 또한 상대적으로 균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승온 시간이
느릴 경우 셀레늄이 휘발되기 전 CuGa/In 층으로 많
은 확산이 이루어지고 저온구간에서 형성되는 2차상
(InSe, CuSe 등)이 과도하게 형성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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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열처리 공정 이전 및 급속열처리공정 조건 변화에
따른 CIGS 박막의 단면 및 표면 FE-SEM 사진 :
(a)-(b) 열처리 전, (c)-(d) 공정조건 #1,
(e)-(f) 공정조건 #2, (g)-(h) 공정조건 #3
Fig. 3. Cross-section and top view FE-SEM
images of the CIGS thin films (a)-(b)
before and after rapid annealing process
with the different process conditions of
(c)-(d) #1, (e)-(f) #2 and (g)-(h) #3 as
Fig. 2

표 1은 급속열처리 전․후의 시료를 각각 X선형광분
석기를 이용하여 조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
본 실험에서는 열처리 시 유리커버를 이용함으로써 셀
레늄 박막 층을 얇게 증착하여도 셀레늄 함량이 50%
이상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열처리 시 유리커버
를 이용할 경우 셀레늄이 챔버 내부로 휘발되어 지는
데 이때 유리커버 내부에만 셀렌화(selenization)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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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형성하게 하고 챔버로 많은 양의 기화된 셀레늄
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분위기 형성에 도
움을 준다. 그 결과 열처리 전 후의 셀레늄 함량의 변
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온 시간
이 느릴 경우 약 1%로 적게 되고 속도가 빠르면 셀레
늄 휘발이 2% 이상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인은 1단계 승온 시 셀레늄이 CuGa/In 층으로
확산 되는 시간이 다르고 승온 시간이 빠를 경우 상대
적으로 휘발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CuGa/In
조성비 역시 열처리 전에는 0.99지만 승온 시간을 조
절하여 셀레늄의 휘발량을조절함에 따라 조성비가
0.93까지 작아져 이상적인 α-CIGS 조성에 근접하게
조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0].

(a)

(b)

#3
#2
#1

#3
#2
#1

표

1. CIGS 박막의 급속열처리공정 1단계 승온
시간에 따른 X선 형광분석
Table 1. XRF results of the CIGS thin films at the
different rising-temperature times in the
1st step RTP

공정
조건
전구체
#1
#2
#3

Cu
(At%)
22.826
23.141
23.074
23.118

In
(At%)
16.641
16.666
16.288
17.321

Ga
(At%)
6.207
7.007
7.637
7.494

Se
(At%)
54.325
53.186
53.001
52.069

그림 4 (a)는 CIGS 박막의 열처리 전․후의 시료를
X선회절분석기 2Ɵ 스캐닝(입사각 : 7°) 방법을 이용
하여 결정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측정결과 급속열처
리 된 #1, #2, #3은 열처리 전의 전구체 물질에서는 존
재하지 않았던 (112) 우선배향으로 나타나는 양질의 α
-CIGS 상만이 존재를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11].
이와 같은 α-CIGS 박막에서 열처리 시 갈륨의 확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
째는 X선회절분석기를 이용한 결정성 분석에서 (112)
피크의 넓이나 갈라짐 정도를 조사하여 갈륨 함량이
높을수록 고각에서 피크가 존재하므로 이를 분석․확
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단면 이미지 분석 시 몰리
브데늄 근처의 CIGS 결정 크기와 최상층 CIGS 결정
크기의 차이를 조사하여 갈륨의 농도가 높을수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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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IGS 박막의 급속열처리공정 1단계 승온 시간에
따른 (a) X선 회절 패턴 및 (b) (112) 배향
Fig. 4. XRD results of the CIGS thin films of (a)
XRD patterns and (b) magnified view of (112)
planes at the different rising-temperature
times in the 1st step RTP

정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통해 구분이 가능하다
[12-14]. 그림 4 (b)와 같이 1단계의 승온 시간이 1,200
초(#1)로 느린 경우 (112) 피크가 두 개의 피크로 갈라
지고 두 층으로 갈라진 형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
은 열처리 시 승온 속도가 느리게 되면 인듐의 확산
속도보다 갈륨의 확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발생하
게 되어 결국 갈륨 분포가 균일하지 않게 형성되기 때
문이다. 하지만 승온 속도가 빠른 #3 경우 (112) 피크
의 갈라짐 현상이 줄어들게 되고 그림 3 (g)에서와 같
이 결정 크기의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Journal of KIIEE, Vol.27, No.3, Marc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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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1단계의 승온 속도가 빠를수록 갈륨의
확산이 원활해져서 양질의 α-CIGS 박막 제작이 가능
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급속열처리공정의 승온 시간 조건을 달리
하여 수행한 각각의 시료들에 CdS/i-ZnO/AZO 층을
동일한 공정을 적용하여 형성한 뒤에 외부양자효율을
측정 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 1단계 승온 시간을 빠르
게 수행한 시료일수록 장파장 영역의 양자효율
(quantum efficiency)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장파장 영역의 경우 CIGS 광흡수층 밴드갭(band
gap)이 커질수록 양자효율이 높아지는데, 갈륨 비율이
높은 경우 밴드갭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15-16].
따라서 #1 및 #2 공정조건에 비해 1단계 승온 속도가
빠른 #3 공정조건이 CIGS 표면까지 갈륨 확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양자효율이 높아지고 그림
3의 전계효과주사전자현미경 사진 및 그림 4의 X선회
절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 2
# 1

그림 5. CIGS 박막 태양전지의 급속열처리공정 1단계
승온 시간에 따른 외부양자효율(EQE)
Fig. 5. EQE of the CIGS solar cell devices at the
different rising-temperature times in the 1st
step RTP

표 2는 급속열처리공정의 승온 시간 조건을 달리하
여수행한 각각의 시료들에 대하여 광기전 특성
(photovoltaic parameters)을 조사한 결과이다. 본 연
구에서의 최대 셀 효율(cell efficiency)은 #3 공정조건
에서 8.5%를 기록하였다. 또한 1단계 승온 속도가 빠
․

조명 전기설비학회논문지 제27권 제3호, 2013년 3월

를수록 갈륨 분포의 영향으로 CIGS 광흡수층의 밴드
갭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개방회로전압(Voc) 값이
20.42mV에서 22.95mV로 증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13]. 동일한 이유로 셀 효율 또한 약 1% 증
가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표

2. CIGS 박막 태양전지의 급속열처리공정 1단계
승온 시간에 따른 광기전 특성
Table 2. Photovoltaic parameters of the CIGS solar
cells at the different rising-temperature
times in the 1st step RTP

공정
조건
#1
#2
#3

4. 결

I sc

(mA)
61.24
6022
58.24

Voc

(mV)
20.42
20.48
22.59

FF

(%)
54.02
57.84
57.20

Eff

(%)
7.4
7.5
8.5

론

본 연구에서는 급속열처리공정을 적용한 CIGS 박
막 태양전지의 광흡수층 열처리 공정 시 승온 속도에
따른 광흡수층의 특성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급속열처리공정을 이용한 열처리 시 1단계 승온 시
간을 짧게 할수록 결정 크기와 형상 제어를 용이하게
하고, 갈륨의 확산이 용이하게 되어 CIGS 태양전지
성능 향상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급속열
처리공정 적용 시 유리 커버를 이용함으로써 휘발성
물질인 셀레늄을 얇게 증착하였음에도 CIGS 박막 내
의 조성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이상적인 Cu/InGa 조성비(0.91) 및 셀레늄
함량(50%)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후속 연구를
통하여 조성이 더욱 정확히 제어될 시에 향상된 CIGS
태양전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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