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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신 기후변화대응(Post 2020)을 위한 대체에너지의 역할과 더불어 태양전지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태양전지의 
종류는 크게 재료관점에서 보면 유기물과 무기물 계열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규모 발전역할에서는 현재까지 실리콘
과 같이 양산성과 안정성 기반의 무기물 태양전지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화합물반도체 태양전
지에 대한 연구는 급속도로 가속화되면서 3-5족 적층형 태양전지, chalcopyrite 계열 CuInGa(S,Se)2 (CIGSSe) 태양전지
와 kesterite 계열 Cu2ZnSn(S,Se)4 (CZTSSe) 태양전지 연구가 대표적으로 주류를 이루어 왔다. 따라서 화합물반도체 태
양전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3-5족 적층형, CIGSSe 및 CZTSSe 태양전지들의 연구개발동향 및 기술적인 주요내용
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Solar cells with other alternative energies are being importantly recognized related with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formation. In a point of view of materials, solar cells are classified to organic and inorganic solar cells which can provide 
a plant-scale electricity. In particular, recent studies about compound semiconductor solar cells, such as III-V tandem solar 
cells, chalcopyrite-series CIGSSe solar cells, and kesterite-series CZTSSe solar cells were rapidly accelerated. In this report, 
we introduce a research trend and technical issues for the compound semiconductor solar cells.

Keywords: compound semiconductor solar cells, III-V tandem solar cells, concentrating photovoltaics, CIGSSe solar cells, 
CZTSSe solar cells

1)1. 서    론

3-5족 적층형 태양전지의 경우는 알려진 바와 같이 기준 AM1.5G 

1-sun 입력파워(0.1 W/cm2) 조건하에서 30%를 초과하는 고효율 태양

전지로서 분자선 에피텍시(Molecular Beam Epitaxy), 금속유기기상증

착(Metal Organic Vapor Phase Epitaxy)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제조되며 

적층되는 박막의 수만해도 3중접합 태양전지의 경우 14개층 이상을 

가지며, 기판을 제외하고 대략 5~6 mm의 전체 박막두께를 가지는 고

도의 단결정 적층기술이 필요한 하이엔드 기술이다[1-14]. 따라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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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장벽이 매우 높으며 해외 선진국과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

년 이상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5족 적층형 태양

전지는 인공위성의 자체전원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상용 대규모 발전을 위해서는 렌즈를 사용한 집광형 태양전지

(Concentrating photovoltaics : CPV)로 응용이 되고 있고, 수백 배 집

광비에서 46%라는 초고효율을 현재 기록하고 있다[15]. 지상용 목적

의 3-5족 집광형 태양전지는 평판 태양전지 패널과 달리 일반적으로 

태양전지 셀(Cell), 바이패스 다이오드, 방열기판이 결합되어 있는 형

태의 서브리시버 모듈(Sub-receiver module), 태양광을 집광할 수 있는 

렌즈, 태양광을 추적할 수 있는 트랙킹 시스템(Tracker)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에 있어서는 고비용 구조를 가지며 음지가 많이 발

생할 수 있는 도시형 입지에서는 균일한 발전을 하는데 불리하지만, 

일사량이 많은 초원지대에서는 가장 유리한 발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 Total life cycle 

cost/Total lifetime energy production) 관점에서 대규모 발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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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of Ge-based III-V triple-junction solar cell 
structure and absorption range of each cell.

Figure 2. TEM image (left) of the epitaxial structure with Ge substrate, 
GaInAs buffer, GaInAs middle cell, GaInP top cell and antireflection 
coating (ARC). The tunnel diodes are marked with arrows. (220) bright 
field TEM cross section (right) with zoom into the step-graded GaInAs 
buffer structure. The InGaAs overshooting layer enhances relaxation to 
about 90% confirmed by x-ray diffraction. Dislocation densities in the 
active solar cell layers are below 106 cm-2 [40].

최저 발전단가로 예측이 된 적도 있다[16]. 연구실 규모에서 월등히 

높은 효율기록에도 불구하고 3-5족 집광형 태양전지가 대중적인 발전

아이템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이유는 시뮬레이터 기반의 연구실 성능

과 지속적인 아웃도어 테스트 환경에서의 태양전지 실효성능과의 사

이에 아직까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경제성과 실효성능

에 있어서 더욱 더 연구개선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집광형 시스템 

전체를 세세하게 다루기보다 핵심이 되는 태양전지 셀의 구조, 특징 

및 성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CIGSSe 태양전지는 동시증발법(Co-evaporation), 스퍼터링(Sputtering), 

용액기반 프로세스, 전기증착(Electrodeposition)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제

조되며 기판을 제외하고 대략 2~3 mm의 전체 박막두께를 가지는 건식 

및 습식 방법을 혼용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종재료들의 조합기술이다

[17-23]. CIGSe 태양전지의 경우는 연구실 규모에서 동시증발법을 사용

해 효율 20%를 초과하는 성능과 스퍼터링 방법을 사용해 대면적 양산형 

모듈에서 16% 수준의 성능이 확인되면서 실리콘 태양전지와의 가격

경쟁력 및 플렉시블 기능성을 갖춘 태양전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장진입단계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태양전지 시장동

향에서 대규모 실리콘 태양전지 발전과의 모호한 가격경쟁력 및 성능 

차별성으로 인한 CIGSe 태양전지 시장성 확보는 변수가 많아 지고 있

으며 BIPV (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s)와 같은 기능성과 내구성

을 겸비한 고효율 태양전지 제조의 기술장벽이 필요하다. 실리콘 태양

전지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량의 플렉시블 CIGSe 태양전지는 스마트폰

의 보조배터리 역할과 유사한 solar charger로도 응용이 되고 있기 때

문에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난 소형발전 아이템으로도 전도유망할 수 

있다. CZTSSe 태양전지는 구조, 제조방법 등이 CIGSSe 태양전지와 

거의 같지만 박막을 구성하는 아연(Zn), 주석(Sn) 원소가 CIGSSe의 인

듐(In), 갈륨(Ga) 원소를 대체하는 형태로 결정명칭이 chalcopyrite에서 

kesterite로 변경이 된다. 지구상에 풍부한 원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장

점에 CIGSSe보다 저가로 태양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현재까지 최고 효율은 연구실 규모에서 11% 수준이 기록되어 있다

[24-39]. CIGSSe 및 CZTSSe와 같은 박막형 태양전지가 최근 글로벌 

태양전지 시장 및 기술동향으로부터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친

화적인 대면적, 고효율, 초저가, 플렉시블의 키워드가 차세대 태양전

지 경쟁에서 다시 한번 절실히 각인될 필요성이 있다. 본문에서는 박

막을 구성하는 각 층의 구성 및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3-5족 적층형 태양전지

3-5족 적층형 태양전지는 적층되는 박막뿐만 아니라 기판의 선택 

및 처리가 매우 중요한 기술이며 가장 널리 쓰이는 기판은 갈륨비소

(GaAs) 웨이퍼로서 갈륩비소에 결정격자상수가 일치된 격자정합

(Lattice-matched)과, 결정결함이 적은 GaInAs, GaAlAs, GaInP와 같은 

3원소 박막 혹은 GaInAlAs, GaInAlP와 같은 4원소 박막제조기술이 

핵심이다. 3-5족 단결정 박막제조에서 격자정합은 중요한 이슈이지만 

효율향상을 위한 격자부정합 메타모픽(Lattice-mismatched meta-

morphic) 기술도 연구개발 중심에 있다. 태양광 스펙트럼을 광범위하

게 받을 수 있는 구조로는 Figure 1과 같이 갈륨비소와 유사한 격자상

수를 가지는 게르마늄(Ge) 기판을 사용한 3중접합 태양전지를 구성할 

수 있다.

게르마늄 기판을 사용한 3중접합 태양전지는 흡수범위를 결정짓는 

물질에너지에 따라 게르마늄 하부 셀(Ge bottom cell), 갈륨인듐알스

나이드 중간 셀(GaInAs middle cell), 갈륨인듐포스파이드 상부 셀

(GaInP top cell)로 구분되며, 게르마늄 하부 셀의 게르마늄 기판이 

p-type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구조가 floating되어 있는 형태이다. 기본

적으로 각 셀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적층형으로서 각 셀의 전류정합

(Current-matching)을 위한 터널접합(Tunnel junction) 기술도 매우 중

요하며 고집광에 안정적인 heavy 도핑기술이 필요하다. 무반사

(Antireflection) 코팅은 SiO2/SiNx의 일반적인 조합을 사용하거나 

MgF2/Ta2O5 혹은 TiO2/Al2O3 조합을 응용하기도 한다. 결정성장 관점

에서 게르마늄 기판과 적층되는 박막의 격자상수 불일치는 Figure 2

의 전위(Dislocation) 전자현미경(TEM) 이미지와 같은 격자결함을 발

생시키고 성능저하의 원인이 되며 에너지레벨 튜닝에 장애가 되지만 

점진적 변화 버퍼층(graded-buffer layer)과 같은 메타모픽 기법 등을 

사용해 결함을 줄이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40]. 렌즈를 사용한 집광

형 태양전지는 집광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성능저하를 줄이기 위해 

금속전극 패턴의 열분산(heat dissipation) 혹은 열흡수원(heat sink)의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며 연구실 성능과 지속적인 아웃도어 테스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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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bsolute EQE of a metamorphic GaInP/GaInAs/Ge triple-
junction solar cell[40].

Figure 4. Current-voltage curves and efficiencies measured under 
highly irradiated continuous input powers of Ge-based III-V 
triple-junction solar cell with an active area of 0.3025 cm2.

Figure 5. A TEM full structure image and schematic of conventional 
CIGSe solar cell structure fabricated using co-evaporation method.

Figure 6.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SIMS) depth profile of 
a Na-incorporated CIGSe solar cell device fabicated using SLG 
substrate[41].

경에서의 태양전지 실효성능과의 괴리를 감소시키기 위한 필수 개발

요소이다.

집광형 태양전지는 각 셀의 파장에 따른 외부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Figure 3)을 구할 수 있으며 소자의 단락전

류밀도(Jsc)는 top cell 에 의해 제어된다. 단락전류밀도를 기준으로 집

광량에 따른 전류의 선형증가도(Linearity)를 확인함으로써 집광비

(Concentration ratio) 및 입력파워를 추측해서 계산할 수 있으나 레퍼

런스가 되는 태양전지의 신뢰성이 필요하다. 입력파워의 측정은 heat 

transducer를 사용한 변환출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Figure 4는 게르마늄 기판을 사용한 3중접합 태양전지의 입력파워에 

따른 continuous-type 시뮬레이터 기반의 출력특성 및 효율변화를 측정

한 그래프로서 1-sun 조건(0.1 W/cm2)에서의 성능은 평균적으로 단락

전류밀도(Jsc)~14.5 mA/cm2, 개방전압(Voc)~2.5 V, 충실도(FF)~84%, 

효율(Eff.)~30% 수준이고 빛의 집광비에 따라 출력커브의 단락전류밀

도는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걸 볼 수 있다. 집광형 태양전지는 태양전

지 소자의 품질 및 특성, 낮은 열저항 패키지를 가지는 서브리시버 모

듈제작에 따라 더 높은 입력파워에도 Figure 4에 기록된 것보다 향상

된 효율변화 특성을 가질 수 있다.

2.2. CIGSSe 태양전지

CIGSSe 태양전지는 황(S), 셀레늄(Se) 함유의 정도에 따라 CIGS, 

CIGSe, CIGSSe로 표기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CIGSe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CIGSe 태양전지(Figure 5)는 몰

리브데늄(Molybdenium : Mo) 금속이 증착된 유리기판(Soda-lime 

glass : SLG)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제작되는 형태로 CIGSe 결정성장

은 3-5족 태양전지의 단결정 에피텍셜 성장과는 완전히 다른 다결정 

성장 메커니즘을 가진다. 고효율 태양전지 제조방법인 동시증발법을 

기반으로 보면 InGaSe의 전구체(Precursor)로부터 구리(Cu) 및 셀레늄

(Se) 증착과 온도 조절을 통해 CIGSe 다결정 형성의 3-stage 프로세스

를 거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Mo 금속과 CIGSe 다결정 사이의 계면

은 Figure 5의 TEM 이미지와 같이 부분적으로 bulky한 결정 void 를 

가지며 500 ℃ 이상의 고온 열처리 과정에서 MoSe2과 같은 heavy 

p-type의 준 오믹층(quasi-ohmic layer)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효율을 위해서는 Figure 6과 같은 Na 프로파일을 가지는 CIGSe 

제조를 위해 SLG 기판을 주로 사용하거나 혹은 플렉시블을 위해 금

속포일(Metal foil)을 사용할 경우는 불순물 확산방지막과 함께 임의

로 Na을 도핑하거나 해서 CIGSe grain boundary 크기의 다결정 등을 

제어해서 효율을 향상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CIGSe 흡수층은 

Figure 7에서와 같이 물리적으로 (112)와 (220)의 우호적인 결정 방향

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학량론(Stoichiometry)적으로 Cu 

: (In+Ga) : Se = 1 : 1 : 2의 원소 조성비율을 가지는 chalcopyrite 결정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정확한 1 : 1 : 2의 비율보다 약간의 Cu-poor 

[Cu/(In+Ga) < 1]와, 약간의 In-rich [In/Ga > 1]의 조성비율이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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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XRD peaks of the CIGSe polycrystalline. The inset displays 
a SEM image of CIGSe film on Mo/SLG.

Figure 8. TEM images of a CIGSe crack structure and an interface 
between ZnO/CdS/CIGSe.

Figure 9. A current density-voltage (J-V) curve of the CIGSe solar cell 
fabricated using co-evaporation method. The inset displays the EQE 
curve of the CIGSe solar cell[41].

Figure 10. SEM images of the surface (a) and cross section (b) of a 
CZTSSe film on Mo-coated glass. TEM image of champion completed 
device (c) with corresponding EDX scan taken along the dotted line 
(d). J–V characteristics for the 11.1% champion cell (e) and Internal 
quantum efficiency (IQE) and the EQE bias ratio EQE (-1 V)/EQE (0 
V) (top panel) of the champion cell (f)[43].

지 알려진 바로 가장 좋은 효율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퍼층의 제조는 건식 및 습식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습식방법의 CdS를 사용한 태양전지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IGSe표면은 metal-terminated 혹은 S, 

Se-terminated된 매우 거친 피라미드 형태의 (112) 표면을 일반적으로 

가지며 미세하지만 부분적으로 Figure 8에서와 같이 CIGSe 다결정 사

이에는 크랙(Crack)이 존재한다.

건식방법의 CdS 제조는 이러한 크랙을 포괄적으로 덮을 수 없기 때

문에 p-n 접합 및 원인불명의 손실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습식방법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증착방법이 될 수 있으며 화학적 프로세스에 의한 CIGSe 표면처리 및 

페르미 레벨 피닝(Fermi level pinning) 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CdS 버퍼는 일반적으로 chemical bath deposition (CBD) 방

법을 사용하며 50~80 nm 사이의 두께로 주로 증착을 한다. 투명전극

으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이 도핑된 Al:ZnO 혹은 ITO를 주로 스퍼

터링 방법을 사용해 증착을 하는데, 이에 앞서 intrinsic-ZnO를 먼저 

얇게 50 nm 수준으로 증착을 한다. 이는 직렬저항 및 에너지 손실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CdS/CIGSe 하부 박막으로 기생하는 전기적

인 누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플라즈마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Al:ZnO의 투명전극이 주로 사용되며 50 Ω/square 이하 면저항과 550 

nm 파장에서 85% 이상 투과도를 가지는 박막을 제조할 경우 정상적

인 태양전지 동작에 대체적으로 무리를 주지 않는다.

Figure 9은 무반사 코팅을 하지 않은 CIGSe 태양전지의 전류밀도-

전압 특성곡선의 예로서 0.49 cm2의 면적에 Jsc~32.0 mA/cm2, 

Voc~0.64 V, FF~71.1%, Eff.~14.6% 수준이며 삽입된 EQE 커브로부

터 350~1100 nm까지의 흡수영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hν × ln(1 - 

EQE)]2 대 hν의 관계로부터 1.13 eV의 에너지 밴드갭을 가지는 

CIGSe 흡수층을 유도할 수 있다[42].

2.3. CZTSSe 태양전지

CZTSSe 태양전지는 CIGSSe 태양전지와 구조, 제조방법, stoi-

chiometry 제어 등이 거의 동일하며 다결정 형성 및 특성 또한 유사하

다. 그러나 Figure 10의 챔피언 셀(효율 11.1%)의 경우 제조방법이 진

공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는, 하이드라진(Hydrazine)을 사용한 용액

기반 프로세스를 사용해 CZTSe를 합성, Mo-coated glass 위에 스핀코

팅(Spin coating) 후, 황(S) 분위기에서 500 ℃ 이상의 고온 열처리를 

통해 대략 1.13 eV의 에너지 밴드갭을 가지는 CZTSSe 다결정을 제조

한다[43]. 반면에 하이드라진 기반의 제조방법은 친환경성 논란 때문

에 제조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하이드라진 기반의 용액공정 이외에도 나노결정(Nanocrystal) 제조, 동

시증발법, 스퍼터링, 전기증착 등을 사용해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으며 

관련 성능은 참고문헌[44]에 정리된 것을 참고로 비교 가능하다.

CZTSSe 태양전지는 동시증발법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구체(Precur-

sor) 제조 후 황(S) 혹은 셀레늄(Se) 분위기에서 500 ℃ 이상의 고온 

열처리를 통해 제작하는 산업친화적인 2-step 공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CIGSSe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된다. 고온 열처리 과정 중

에 Zn, Sn과 같은 금속의 휘발성 문제는 2-step 공정에서 자주 발생하

는 문제로서 균일한 화학량론 제어가 필요하며 전구체의 제조방법에

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챔피언 셀 CZTSSe 

의 에너지 밴드갭과 CIGSe의 에너지 밴드갭이 1.13 eV로 유사한 경

우 단락전류밀도 및 충실도는 비슷하지만 개방전압의 차이가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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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Material Method T (℃) η (%) Voc (mV) Jsc (mA/cm2) FF (%)

Vacuum Stanford University CZTSSe Co-sputtering 580 9.3

IMEC CZTSe DC sputtering 460 9.2 416 37.6 58.7

NREL CATSe Co-evaporation 500 9.15 377 37.4 64.9

IBM CZTS Evaporation 570 8.4 661 19.5 65.8

Angst. Solar Center CATS Co-sputtering 560 7.9 667 19.6 60.0

Luxembourg University CZTSe Co-evaporation 500 7.5 356 35.4 60.0

Nagaoka Nat. Col CZTS Co-sputtering 580 6.8 610 17.9 62.0

Delaware University CZTSe Co-evaporation 500 6.4 330 31.0 63.1

IREC CZTSe DC sputtering 525 6.0 364 28.6 57.5

Non-vacuum IBM CZTSSe Spin-coating solution+particle 540 11.1 460 34.5 69.8

Purdue University CZTGeSSe Knife-coating: CZTGeS NPs 500 8.4 464 28.1 62.0

WA University CZTSSe Spin-coation: solution 8.3 440 31.1 60.0

UCLA CZTSSe Spin-coation: soultion 500 8.1 409 32.25 61.0

ZSW CZTSSe Knife-coation: solution 540 7.5 404 29.5 62.8

IBM CZTS ED 550-590 7.5 567 22.0 58.1

IBM CZTSe ED 585 7.0 369 32.4 58.8

Empa CZTSSe Spin-coation: solution 550 6.2 340 32.3 56.3

Table 1. Selection of CZTSSe Solar Cell Devices[44]

Figure 11. Schematic band diagram of a CIGSe solar cell under 
zero-bias voltage condition. The Mo back contact is covered with a 
CIGSe absorber layer which optimally has an average bandgap energy 
of about 1.12 eV. The p-n junction is formed with a n-type CdS 
buffer layer that has a bandgap energy of around 2.4 eV. The front 
contact consists of a bilayer of intrinsic and aluminium-doped ZnO 
layers that have a wide bandgap over 3 eV. Indicated as well are the 
conduction band energy Ec, valence band energy Ev, Fermi level EF, 
space charge region (SCR), and quasi-neutral region (QNR)[18].

0.2 V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CdS/CZTSSe의 p-n 접합이 CdS/CIGSe 

의 p-n 접합(Figure 11)과 비교해 최적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내

포한다. 따라서 개방전압 향상을 위해 ZnS, Zn(O,S)와 같은 다양한 버

퍼층을 사용한 전위장벽(Potential barrier) 튜닝 및 CZTSSe 흡수층과 

Mo 사이의 MoSe2와 같은 quasi-ohmic layer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

고 있다.

3. 맺음말

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는 대표적으로 3-5족 적층형 태양전지, CIGSSe

와 CZTSSe 태양전지가 주로 연구되어 왔고 효율측면에서 보면 standard 

1-sun 조건에서 차례로 3-5족 3중접합 태양전지 30%, CIGSe 태양전지 

20%, CZTSSe 태양전지 10%의 성능으로 10%씩 효율차이가 나는 것을 

대략 확인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제조방법에 따른 결정성의 차이겠지

만 3-5족 태양전지는 연구기간만 해도 40년이 넘는 연구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집광형에서 46%의 초고효율을 기록하고 있다. CIGSSe 태

양전지도 오랜기간의 연구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성장한 기간은 불과 10년 안팎에 지나지 않으며 CZTSSe 태양전지도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간 집중조명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대

응에 따라 CIGSSe 및 CZTSSe 태양전지의 경우는 경쟁력 있는 초저

가의 상용 양산화 혹은 고효율의 플렉시블과 같은 기능성을 갖춘 태

양전지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효율 50%를 바라보고 있는 3-5 

족 태양전지는 선진기술을 단기간에 추격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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