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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u(In1-x,Gax)Se2 (CIGS) thin films were prepared on the Mo coated soda-lime
glass by the DC magnetron sputtering and a subsequent selenization process. For the selenization process,
selenization rapid thermal process(RTP) with cracker cell, which was helpful to smaller an atomic of Se,
was adopted. To make CIGS layer, they were then annealed with the cracked Se. Based on this
selenization method, we made several CIGS thin film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In deposition time,
and selenization time. Through x-ray diffraction (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and atomic force microscopy (AFM), it is found that the Mo/In/CuGa
structure and the high sputtering power shows the dominant chalcopyrite structure and have a uniform
distribution of the grain size. The CIGS films with the In deposition time of 5 min has the best structure
due to the smooth surface. And CIGS films with the selenization time of 50 min show good crystalline
growth without any voids.
Keywords: Selenization, CIGS, Cracker cell, RTP

1. 서 론1)

현재 소면적 셀에서 20% 이상의 고효율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공정을 이용한 CIGS 박막은 결정립의 크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지난 30여 년간 다양

기가 크고 미세구조가 매우 우수하다. 또한 많은 사

한 공정을 이용하여 CIGS 박막을 제조해왔지만, 현재
가장 좋은 효율을 보고하고 있는 공정은 3-stage 진

람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공증발법이다. 진공증발법을 이용한 CIGS 태양전지는

[1]. 하지만 진공증발법을 이용하여 CIGS 모듈을 제

a. Corresponding author; dglim@ut.ac.kr

조했을 때에는 모듈 효율이 약 1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효율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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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발법을 이용한 CIGS 태양전지의 제조는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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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정으로 각
광받고 있는 것이 셀렌화 공정이다. 이는 Cu-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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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체를 먼저 증착한 뒤에 Se을 반응시켜서 CIGS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다. 양질의 태양전지용 박막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셀렌화 공정에 따른 압력이나 분위기에 따른
박막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3,4].

2. 실험 방법
Molybdenum (Mo)이 증착되어진 soda lime glass
(SLG)

위에

CuGa/In,

In/CuGa,

CuGa/In/CuGa,

In/CuGa/In 여러 가지 형태의 금속 전구체를 상온에
서 DC sputtering으로 증착하였다. 박막 제작 실험을

Fig. 1. Selenization RTP.

위해 사용된 CuGa 타겟은 Cu 80 wt%와 Ga 20
wt%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타겟이며, In 타겟은 순도
99.99%의 제품으로 직경 4 inch, 두께 1/4 inch로 제
작되었다. 증착 시 CuGa, In 타겟 각각 90 W로 DC
power를 고정하였고, Cu-In-Ga 전구체 박막의 두께
는 800 nm로 고정하였다.

증착된
(scanning

샘플은

XRD

electron

(X-ray

diffraction),

microscope),

EDS

SEM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AFM
(atomic
force
microscopy), 4 point probe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IGS 박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RTP 장비를 이용하
여 셀렌화 공정을 진행하였다. 기판온도는 Halogen
lamp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25초 동안 상승시켜
500℃를 유지하면서 열처리하였다. 셀렌화 공정에 이
용된 소스는 고순도 제품인 Selenium (Se)으로
99.999%의 순도를 가진다. Se은 cracker cell
(JMON, SCS-500D)을 사용하여 가열하였다. Cracker
cell은 Se을 증발시키는 reservoir zone과 Se 분자를
더 작은 분자들로 열분해시키는 cracking zone으로 나
뉜다. Reservoir zone의 온도를 조절하여 Se flux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cracking zone은 대략 800℃ 이
상의 고온으로 유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selenization RTP 장비를 이용하여
2단계 공정 방법으로 CIGS 박막을 제조하였다. 2단계
공정이란 기판온도를 저온 (210∼250℃)에서 20 min
을 유지하여 Cu2-xSe, In2Se의 이차상을 얻은 후, 기
판온도를 고온 (500∼550℃)으로 승온시켜 40 min을
유지하여 찰코파이라이트의 구조를 갖는 CIGS 결정
을 형성하여 최종적인 CIGS 박막을 얻는 방법을 말
한다. 본 실험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reservior
zone 320℃, cracking zone 800℃를 유지한 Se 분위
기에서 250℃에서 저온공정을 하였고,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 기판온도를 500℃로 승온하여 유지 시간을
30∼60 min으로 변화시키면서 증착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3.1 In 조성에 따른 CIGS 박막
DC sputtering으로 Cu-In-Ga 전구체를 증착할 때
In 증착 시간을 변화하였고, 셀렌화 공정을 거친 후
CIGS 박막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In 조성에 따른 CIGS 박막 표면의 형태변화를 살
펴보기 위해 SEM을 측정하였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In 증착 시간이 짧을수록 입자 간의 경계면이
뚜렷하지 않고 작은 크기의 입자 형태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In 증착 시간이 길어질수록 입자 간에
경계면이 뚜렷해지면서 입자크기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표면 형태가 In 증착 시간이 길어질수록
평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표면 구조에서는
In 조성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에서는 In 증착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박막
이 Mo층과의 경계면에 아주 작은 부피의 입자들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Se이 CIG 전구체의 표
면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나면서 박막 내부까지 침투하
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In 증착 시간이 제일 짧을
때 표면의 결정 구조가 날카롭게 성장했으며, In 증착
시간 5 min과 6 min에서 큰 부피의 결정립 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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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face SEM image of CIGS at different In
deposition time. (a) 4 min, (b) 5 min, (c) 6 min, (d) 7
min, (e) 8 min.

Fig. 4. XRD patterns of CIGS at different In deposition
time. (a) 4 min, (b) 5 min, (c) 6 min, (d) 7 min, (e) 8
min.

Fig. 3. Cross-sectional SEM image of CIGS at different
In deposition time. (a) 4 min, (b) 5 min, (c) 6 min, (d) 7
min, (e) 8 min.

안정감 있는 박막 구조를 보였으며, In 증착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일부 크게 성장한 결정립으로 인하여
표면의 평탄도가 나빠졌음을 알 수 있다.
In 조성에 따른 결정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CIGS 박막의 XRD 회절패턴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4

Fig. 5. FHWM of CIGS (112) and (220/204) peaks at
different In deposition time.

에 나타내었다. 모든 박막에서 (112) 우선 배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In 증착 시간이 5 min과 6 min에서는
(112) 피크 강도가 다른 조건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3을 바탕으로 (112) 피크
강도가 좋을수록 결정립의 성장은 다소 좋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In 증착 시간에 따른 (220/204) 피크
의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중복 형성된 피크의 강도
가 In 증착 시간이 증가할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IGS 박막에서 In-rich일 때 나타나는 현

상으로 조건에 따라 In 조성비가 증가하면서 중복 형
성된 피크의 강도도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6].
In 조성에 따른 CIGS 박막의 (112), (220/204) 피크
의 반가폭을 살펴본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112) 피크의 반가폭은 전체적으로 In 증착 시간이 4
∼7 min까지는 큰 변화가 없으며, 8 min에서 급격히
증가를 하였다. 증착 시간이 4 min, 5 min일 경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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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셀렌화 공정 시간조건에 따른 CIGS 박막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셀렌화 공정은 Cu-In-Ga 전
구체를 Se 분위기에서 급속 열처리를 하는 방법을 말
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셀렌화 공정 중 열처리 시간
이 늘어남에 따라 CIGS 박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Fig. 6. AFM of CIGS at different In deposition time. (a)
4 min, (b) 5 min, (c) 6 min, (d) 7 min, (e) 8 min.

Fig. 8. Surface SEM image of CIGS at different
selenization time. (a) 30 min, (b) 40 min, (c) 50 min, (d)
60 min.

Fig. 7. Roughness of CIGS at different In deposition time.

(220/204) 피크 모두 반가폭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Cu-rich일 때 결정립의 성장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이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CIGS 박막의
표면 거칠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AFM을 측정하였
다. 그림 6은 In 증착 시간이 6 min까지 증가할수록
표면 형태가 둥근 결정립이 모여 있으며, 7 min 이상
에서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표면의 결정립의 모양이

Fig. 9. Cross-sectional SEM image of CIGS at different
selenization time. (a) 30 min, (b) 40 min, (c) 50 min, (d)

날카로운 형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60 min.

그림 6에 따른 거칠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증
착 시간이 6 min에서 거칠기 강도가 가장 높았으며,
7 min에서 거칠기 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셀렌화 공정 시간에 따른 CIGS 박막 표면의 형태

다. 이는 6 min에서 결정립이 가장 크게 성장한 것으
로 알 수 있다.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SEM을 측정하여 그림 8, 9에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셀렌화 공정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제26권 제7호 pp. 503-509, 2013년 7월: 김민영 등

507

Fig. 11. FHWM of CIGS (112) and (220/204) peaks at
different selenization time.

Fig. 10. XRD patterns of CIGS at different selenization
time. (a) 30 min, (b) 40 min, (c) 50 min, (d) 60 min.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결정립의 성장은 큰 변화는 없
었지만, 입자 간의 공극이 채워짐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셀렌화 공정 시간이 30 min, 40 min인
경우 박막 단면 구조는 CIGS 박막은 결정립의 크기
가 작고 결정립 성장이 고르게 되지 않아 Mo층과의
경계면에 작은 공극들이 형성되어 접합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셀렌화 공정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큰 결정립을 가지며 Se이 Mo

Fig. 12. AFM of CIGS at different selenization time. (a)
30 min, (b) 40 min, (c) 50 min, (d) 60 min.

층과의 경계면까지 침투하여 반응하면서 결정립의 성
장을 고르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Se 성분이 결
정립을 커지게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CIGS 박
막의 결정립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 수 있
다.
셀렌화 공정 시간에 따른 결정학적 특징을 살펴보
기 위해 CIGS 박막의 XRD 회절패턴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셀렌화 공정 시간
이 30 min인 경우 CIGS 박막은 (112) 피크의 우선
배향성을 보이고, 40 min 이후부터는 (112) 피크와
(220/204) 피크의 강도가 비슷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기존에 잘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는 (112) 피
크의 우선배향이 아니라 (220/204) 피크의 배향을 가

지는 표면이 더욱 open structure를 가지며, 이로 인
해 CdS 버퍼 증착 시 Cd이 쉽게 확산하여 CIGS층과
이종접합 형성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고 보고된 내용
에 따라 셀렌화 공정 시간이 40 min 이후부터는 결
정립 성장을 좋게 하여 표면이 더욱 open structure로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을 바탕으로 셀렌화 공정 시간에 따른
CIGS 박막의 (112), (220/204) 피크의 반가폭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셀렌화 공
정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112) 피크의 반가폭이 늘
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20/204) 피크의 반가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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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시간은 5 min에서 가장 좋은 결정립을 가지는 것
으로 확인하였다. 셀렌화 공정 시간에 따른 CIGS 박
막의 특성 변화에 관하여 실험하였다. Se 분위기에서
열처리가 이루어지는 실험이므로 셀렌화 공정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Se의 양이 증가하여 박막의 두께가 두
꺼워짐을 확인하였다. 셀렌화 공정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결정립의 성장이 고르게 형성되어 결정립이 찰
코파이라이트 구조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셀렌화 공정 시간에 따라 결정배향성이 (112) 피
크에서 (220/204) 피크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셀렌
화 공정 시간에 따른 반가폭을 관찰하여 40 min일
경우 가장 좋은 결정립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3. Roughness of CIGS at different seleniz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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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이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CIGS 박막의
표면 거칠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AFM을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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