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Solar Cell 또는 Photovolatic Cell (PV cell)로표기
되는 태양전지는 태양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광전

소자로 1839년프랑스과학자 Becquerel이광기전력
(Photovoltaic) 효과를발견한것으로부터그역사가
시작되었으며 [1], 태양광발전의 핵심소자이다. 태
양전지는재료, 형태, 원리등에다라분류할수있는
데, 그림 1과 같이 재료에 따라서는 크게 실리콘계,
화합물계, 유기물계등으로구분할수있고, 형태에
따라서는 크게 결정형 벌크 (Bulk)형, 박막형 (Thin
film), 집광형 (Concentrator)형등으로구분될수있
으며, 원리에따라서는크게 p-n접합으로구성된반
도체접합형, 염료감응형태양전지로대표되는광전
기화학형으로구분될수있다.
최근 태양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태양

전지의주원료인폴리실리콘가격이최근 2년동안

3배가까이폭등하고있다. 향후태양광발전시스템
의설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세계적
으로약 20 GW에도달할것이라는전망과함께한
정된 폴리 실리콘 생산업체, 태양전지급 실리콘 소
재가 필요로 하는 높은 기술력이 맞물려 실리콘의

공급 부족과이에 따른 가격 급등은당분간 지속될

것으로보인다 [2]. 이러한원료문제의해결과태양
전지의고효율화의요구에대응하여실리콘기판의

두께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기술 또는 유리와 같이

저가격기판위에박막형태의태양전지를제조하는

기술이주목을받고있다. 특히, 박막태양전지는지
상전력용전원으로의응용뿐만아니라얇기때문에

단위 Radiation flux에 의한 실제 손상이 덜하여 결
정질실리콘태양전지에비해우주용전원으로도적

합하다. 
박막태양전지란전기를발생시키기위한활성층

으로실리콘웨이퍼대신에유리등의기판위에박

막을 증착한 것으로써, 태양전지 제작에 필요한 반
도체재료의양을줄일수있어서싼가격으로대면

적의 태양전지모듈을 제작할 수 있는장점을 지닌

다. 현재산업화를위해연구되고있는박막태양전
지로는비정질/결정질실리콘박막태양전지, CIGS
박막태양전지, CdTe 박막태양전지, 염료감응태양
전지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 재료의특성에따라
각기다른장•단점을가지고있다. 이가운데비정
질실리콘의경우, 가장많은연구와개발이이루어
졌으며, 실제 상업적으로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효율이 비교적 다른 재료에 비해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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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료별 태양전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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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ebler-Wronski 효과라 불리는 광열화 현상에 의
해 시간에 따라 효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CdTe계 태양전지의 경우, 약
16.5%의높은변환효율은나타내며, 저가격으로생
산이 가능하고, 안정성 또한 우수하여 First Solar를
비롯한 몇몇 회사에서 양산 중에 있다 . CIGS
(Cu(In,Ga)Se2)계태양전지는현재까지박막태양전
지 중 가장 높은 변환효율 (~20.3%)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기존의벌크형태의다결정실리콘태양전
지의 효율에 근접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박막
태양전지가운데향후상용화에가장가능성이높은

CdTe 화합물박막태양전지의최근기술개발동향
및향후전망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CdTe 박막 태양전지 기술개발 동향

2.1  CdTe 박막태양전지구조
변환효율이높은태양전지를제작하기위해서는

그림 2에서알수있듯이태양광스펙트럼과의정합
관계에서 광흡수층 재료의 에너지 밴드 갭 (금지대
폭)은 1.4eV 전후가적당하며, 전자의확산길이가정
공의 확산길이에 비해 길기 때문에 p-형 반도체가
유리하다. Ⅱ-Ⅵ족화합물반도체중에너지밴드갭
이 1.4eV에가까운물질로는CdTe와CdSe가있지만
p, n 양측의전도를 나타내는 것은 CdTe 뿐이므로,

광흡수층재료로는 CdTe가가장적합하다. CdTe는
에너지밴드갭이 1.45eV로써태양광에너지를효과
적으로 이용할 수있는 최적 이론값에 해당하는금

지대 폭을 가지고 있으며, 밴드갭 이상의 파장영역
에서의 광흡수계수가 104 cm-1 이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1μm 정도의두께로도 90%의태양광을흡수
할수있어박막형태의태양전지제작이가능하다.
CdTe 태양전지의이론적인효율은 27% 정도이다.

CdTe는 여러 종류의 결정결함 (Cd와 Te의 빈자
리와격차간원자및이들의복합체)에의해전기적
성질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순수한 상태에서
CdTe는 일반적으로 Cd가 결핍된 상태로 존재하여
p-형 반도체 성질을 나타내지만, 전기 전도도는 매
우낮다 (ρ> 105Ω•cm). 불순물첨가 (도핑)에의한
전기전도도제어가쉽지않으며, 이경우 p-형보다
는 In 등의첨가및열처리에의하여 n-형쪽으로제
어하는것이보다쉬운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다
결정으로제조시결정립이매우작게되며 (수μm),
결정립계의에너지장벽이높아서다결정박막의 p-
형 도핑이 안정적으로성취된 예는 보고된바가 없

다. 위에서언급된 CdTe의특성때문에태양전지는
p-n 동종접합 (Homojunction)보다는 이종접합
(Heterojunction) 형태로제조된다.

CdTe 태양전지는일반적으로두가지다른화합
물반도체층 (CdS, CdTe)과한개의투명전극 (ITO
또는 SnO2:F) 및두가지금속전극 (In 전면, Cu/Au
후면)으로구성되어있고, 각구성요소들의전기적,
광학적특성및각층간의계면상태에따라태양전

지의효율및안정성이결정된다. CdTe 태양전지를
구성할 때는 그림 3에서의 CIGS계 태양전지

(“Substrate" 구조)에서와는 달리 빛이 입사되는 층

그림 2. 각종 태양전지의 실온 효율: * 이론한계효율
(●), 실험실단계 최고기록 (○), 대량생산규모
최고기록효율 (△) 그림 3. CdTe/CdS 박막 태양전지의 기본 구조.



을먼저코팅하는소위“Superstrate”구조를일반적
으로채택한다.

CdTe 태양전지의경우는구조와관계없이 CdTe
흡수층이 p형이되고CdS 버퍼층 (또는광투과층)이
n형이된다. CdS가 2.4 eV의에너지밴드갭을가지
고있기때문에가시광영역의빛은CdS를통과하여
CdTe에의해흡수되며, 흡수층인CdTe의밴드갭보
다에너지가큰광자 (Photons)는전자와정공쌍들
(Electron-hole pairs)을 발생시킨다. CdTe에 비해
CdS의도핑농도는매우높고, 두께또한얇아서공
핍층 (Depletion region)은거의CdTe 영역에형성되
며, 공핍층에 형성된 전기장의 영향으로 전자와 정
공운반자들은반대방향으로움직이게된다. 즉, 전
자들은 n형 영역 (CdS)으로 정공들은 p형 영역
(CdTe)으로움직이고이로인해에너지준위의차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 준위 차이가 광기전력에 해
당한다. 전류수집율 (Collection rate)을높이고재결
합율 (Recombination rate)을 줄이기 위해 p-n 접합
의전기장영역은광흡수영역에가깝고또그길이

보다 커야 한다. 이러한 태양전지로써의 성능을 결
정짓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CdTe/CdS 접합 특성과 후면 전극 특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CdTe는 광흡수계수가 매우 커,
CdS를투과한빛은CdTe 표면즉, 접합근처에서모
두 흡수되어 전하가 생성되며, 이러한 전하들은 전
기장의 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접합 특성
이우수하지못하면전하를잘생성하기어렵고, 잘
이동시키지도못한다. 한편, CdTe은높은일함수로

인해좋은저항성접촉 (Ohmic contact)을형성하기
어렵다. 접합 특성이 좋더라도 후면 전극에서의 저
항이 커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지 특성이 저하된

다.
이종접합의경우는흡수층과투과층이서로다른

반도체재료로이루어져있으므로목적에맞게가장

적합한재료를선택할수있다. 이러한접합구조에
서는투과층에의한광손실이최소화될수있으나 n
형과 p형부분에밴드휨현상을일으켜스파이크와
같이 전자와 정공의 흐름을 방해하는 에너지 장벽

(Energy barrier)과서로다른재료의확산현상에의
한 오염으로 계면에 원치 않은 에너지 상태

(Interface energy states)가 만들어 진다. 이 경우에
에너지 밴드휨 정도를 계산하는 것은더 어려워지

며이러한소자의동작을예측할수있는에너지다

이어그램계산하는몇가지기술이있다. 가장보편
적으로사용되는이론은 Anderson 모델이다. 이모
델은 유전상수 (Dielectric constant), 전자친화도
(Electron affinity)와 에너지 갭과 같은 물질 특성에
불연속성을고려한아이디어에기초하며계면내에

너지상태는계산에넣지않는다. 복잡한조성, 제2,
3의결정상, 격자불일치 (Lattice mismatch) 등에의
해 이종접합이매우 복잡해 질 경우는기존의 모델

로는충분치않으므로더많은연구가필요하다 [4].

2.2  CdTe 태양전지의제조공정
CdTe 태양전지는서로다른층들로구성된소자

이다. 이층들은기판위에다른기술들에의해코팅
될수있다. 표 1은 CdTe 태양전지를구성하는각층
의재료와제조공정을정리한것이다 [4]. 이표에서
“Baseline Process”는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
고최적화된공정을의미한다.
이탈리아의 Parma 대학및 IMEM-CNR Institute

연구팀에서 제조하고 있는 CdTe 태양전지의 구조
는그림 5에나타나있으며, 자세한제조공정은다음
과같다 [5].
기판은소다라임유리 (Soda-lime glass: SLG) 또

는무알칼리유리 (Alkali-free glass)를사용한다. 무
알칼리 유리를 사용하면 그 위에 코팅되는 재료로

불순물의확산이없으며더높은온도에서태양전지

1188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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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dTe/CdS 이종접합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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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제조할수있는장점이있다. 하지만이런유리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비록 나트륨 (Na) 또는 칼륨
(K)의 확산과낮은 녹는점에도 불구하고 양산을 위
해서는 SLG를 사용한다. 전면 전극은 보통 ITO
(Indium tin oxide), IFO (Fluorine doped indium
oxide) 또는 FTO (Fluorine doped tin oxide)으로만
들어진다. 이전도성막위에 TO (Tin oxide), ZnO
(Zinc oxide) 또는 Ga2O3 (Gallium oxide) 버퍼층을
수나노미터 (50~200 nm)의두께로올림으로써 Na
와 K의 확산을 막아준다. 일반적으로 이 층들은
102~105Ω-cm의비저항을가지며다소저항이높기
때문에혹시 CdS 박막에존재할수있는미세한구
멍에의한 p-n 접합의역포화전류의증가를막는데
효과적이다. CdS 박막은 p-n 접합의 n층을 구성한
다. 고효율의 CdTe 태양전지에서 CdS 박막은 CSS

(CdS:O) 또는 스퍼터링
(CdS:F) 방법으로 코팅된
다. 태양전지의 광전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CdS 막의 두께를 최소화
해야 한다. 대표적인 CdS
막 두께는 70~120 nm의
범위에있다. 높은변환효
율 CdTe 태양전지에서
CdTe 광흡수층 (4~7 μm
두께) 코팅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CSS
(Closed-spaced sublima-
tion)이다. 이러한증착방

법은 빠른 성막속도 때문에 양산화에 가장 적합하

다. 보통 CdTe 박막형성후염소 (Chlorine)를포함
한 분위기에서 380~420℃의 온도로 열처리를 수행
한다. Cl2를포함한열처리는결정립의성장과CdTe
박막 내부의 구조적 결함을 제거해 준다. 장기간의
신뢰성을얻기위해서가장적합한후면전극형성방

법은 Sb2Te3 (100 nm)를스퍼터링방법에의해CdTe
흡수층 위에 올리는 것이다. 이런 후면 전극은 100
nm 두께의 Mo 또는W 금속층을 Sb2Te3 막코팅과

동일한 챔버에서 DC 스퍼터링 방법으로 올림으로
써완성된다. 위의조건으로성장된 CdTe 태양전지
의효율은평균적으로 15~15.8%의범위에있다. 

(1) 기판
알맞은 기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기판은 셀

제조 공정 온도를 잘견디어야 하고 연속적으로코

팅되는 층들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입사광이
CdTe/ CdS 층에도달하기전에기판을통과해야하
기때문에 CdTe 태양전지는투명한기판을필요로
한다. 기판의 광흡수는 셀의 광전류 생성을 저해한
다. 일반적으로 투명하고 값이 저렴하고 비교적 고
온에서 잘 견디는 유리가 기판으로 사용된다. 일반
적인타입은소다라임 (Soda lime) 유리와보로실리
케이트 (Borosilicate) 유리이다. 후자는더높은녹는
점을 가지고 있어서고온 증착 방법에 종종사용된

다. 하지만 10배이상의높은가격으로인해일반적

Baseline Process Alternative materials/processes

Substrate
Borosilicate or 

soda lime

TCO SnO2 (APCVD)
ZnO

(r.f. sputtering)
CdO (CVD)

Window CdS (CBD or CSS) ZnS (CSS) CdO (CVD)

CdTe
High temperature

(CSS, 580℃)

Intermediate
temperature

(CSS, ~550℃)

Low temperature
(sputtering, 

<550℃)

CdCl2
treatment

Wet process Vapor Evaporation

Back contact
Doped graphite

(HgTe:Cu)
CuxTe

(r.f. sputtering)
Sb2Te3

(r.f. sputtering)
ZnTe/CuxTe

(r.f. sputtering)

그림 5. 이탈리아의 Parma 대학 및 IMEM-CNR
Institute 연구팀에서 제조하고 있는
CdTe/CdS 태양전지 구조.

표 1. CdTe 태양전지의 대표적인 구성 재료 및 제조공정.



으로소다라임유리를저가생산을위해선호한다.

(2) 전면전극
전면 전극은 높은 전도성과 투명도를 가져야 한

다. 일반적으로 TCO (Transparent conducting
oxides)가 전면 전극 재료로 사용된다. 높은 변환효
율의 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면 전극의 면저항

(Sheet resistance)은 10 Ω/□보다작아야한다. 가장
널리사용되는재료는약 500 nm 두께의 SnO2 (Tin
oxide)이고, 스퍼터링 (Sputtering)이나상압화학기
상증착(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APCVD)에의해코팅된다. SnO2는전도

도가너무높기때문에전기적특성을좋게하기위

해인듐을넣어 ITO (Indium tin oxide)를만들거나
불소를넣어 FTO (Fluoride tin oxide)를만들기도한
다. 이외에도 다른 투명전극재료가 사용되기도 한
다 . 예를 들면 알루미늄이 도핑된 산화아연

(Aluminum-doped zinc oxide: ZnO:Al)과 CdSnOx
나 ZnSnOx와 같은 스테네이트 화합물 (Stannate
compounds)이있다.

Tin oxide (TO)는상업화에성공한최초의투명전
극이다. 최근에 TO는“Low-emissivity”window,
Flat-panel display, Heated window 그리고 PV 모듈
에 널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FTO 박막은 화학기
상증착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방법으로
코팅된다. CVD에서순수한 TO 박막을증착하기위
해 여러 가지 무기 또는 금속유기전구체 (Metal
organic precursor)가사용된다. 산업계에서주로사
용되는 전구체는 Tin tetrachloride (SnCl4, TTC),
dimethyltindichloride ((CH3)2SnCl2, DMTC),
tetramethltin (Sn(CH3)4, TMT) 그리고O2또는O2를

3~10 mol% 포함하는 O3이다. TO가 태양전지에서
와같이 TCO로사용될때아주높은전기전도도가
요구된다. TO 박막에서 n형전도도는주로산소빈
자리 (O-vacancy)에 의한 것이다 . TO를 불소
(Fluorine)로 도핑하면 아주 낮은 비저항을 얻을 수
있다. 

CVD법으로성장된 TO 박막은다음과같은특성
을가지고있다.

①가시광영역의고투과도

②적외선영역의고반사도

③낮은전기비저항 (불소도핑시~10-4Ω-cm)
④환경에대한안정성

⑤높은기계적강도

ITO와 FTO 코팅 유리는 Pilkington社, Nippon
Sheet社, Asahi Glas社 등에서 제조하며 ZnO:Al 코
팅 유리는 RF 스퍼터링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쉽게
만들수있다. ITO, FTO, ZnO:Al는가시광영역에서
80% 이상의높은투명도를가지고있다.

(3) 광투과층
광투과층으로널리사용되는 CdS는직접천이형

반도체로써 상온에서의 밴드 갭이 2.42 eV이고, 태
양광 하에서 투명하며 노란 색을 띈다. 보통은
Wurtzite (Hexagonal) 구조을가지지만상온부근에
서 제조한 경우는 Zinc blende 구조도 발견된다.
CdS 박막을제조하는방법으로진공증착법, 스퍼터
링 , 화 학 기 상 증 착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법, 열분해 (Spray pyrolysis)법, CBD
(Chemical bath depostion)법 등이 있다. CBD법은
CdS 박막이성장하는기판을비롯하여여러종류의
화학약품을포함한수용액에서화학반응을이용하

여 증착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온
(20~95℃)에서 성장이 가능하므로, 300~450℃의 고
온이필요한열분해법보다다양한기판의사용이가

능하다. 열분해법과스퍼터링은증착과정중CdS가
기판에전부증착되지않아소모성이큰것에비해,
CBD법은 용액 상에 석출된 석출물이 반응 용기의
바닥에 그대로 남게 되며, 이것을 필터링해서 다시
스크린 프린팅에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또한 CBD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화학양론적조성을갖는박막제조가가능

하다[3]. 
CBD법에의한CdS 박막제조는일반적으로카드

뮴 (Cadmium salt)을포함한알칼리수용액에서티
오요소((NH2)2CS)의 분해로 이루어진다. 암모니아
는 착화물 (Complexing agent)이며, 암모늄 아세테
이트(NH4(CH3COO))는 완충제 (Buffer)로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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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형적인반응메커니즘단계는다음과같다.

①카드뮴염은암모니아와착화물을형성한다.

이화합물은 와CH3COO-이온

을용액상에제공한다.
②이러한 Complex 이온은 OH-와 (NH2)2CS를

CdS의촉매표면으로확산한다.
③알칼리 수용액 내에서 CdS 촉매 표면에 티오
요소가분해된다.

④ 2가의 Sulphide 이온이형성된다.

⑤최종적으로CdS가형성된다.

일반적으로, CdS의증착속도는 가

제공하는 Cd2+와 (NH2)2CS의 가수분해에 의한 S2-

의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 (NH2)2CS의 가수분해는
용액의 pH와온도에좌우된다. 용액의온도가 80℃
에서, pH가 13과 13.7일때가수분해비상수는각각
3.8 × 10-3과 8.2 × 10-3이된다. 이때용액의온도가
100℃로 상승하면 가수분해비 상수는 1.1 × 10-2와

2.5 × 10-2가 된다. 또한 암모니아와 암모늄 아세테
이트의 농도에 의해 다양하게 증착 속도가 조절된

다.

(4) 광흡수층
현재까지 CdTe 박막 제조를 위해 전착법

(Electrodeposition), 진 공 증 착 법 (Vacuum
evaporation), 근접승화법 (CSS; Close-Spaced
Sublimation), 스크린프린팅 (Screen printing), 스퍼
터법 (Sputter), MOCVD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법등의다양한방법들이사용되
어소면적에서 16.7%, 대면적에서는 10% 이상의효
율이입증되었다. 이가운데CSS법은일반적으로장
치가간단하고, 유지가간편하며, 특히기판과소스
(Source)와의간격이수mm 정도밖에되지않아빠

른증착속도로대면적태양전지를제조하기에적합

한방식이다. CSS 장치는그림 6에서보는바와같이
반응챔버 (Reaction chamber), 할로겐램프, 온도센
서, 가스주입구, 진공펌프및기타제어판으로구성
된다. 반응챔버의 상부와 하부에는 소스와 기판의
온도조절을위하여각각할로겐램프가부착된다. 그
러나CSS 시스템은재현성과밀접한관계가있는소
스제조방법에문제점을가지고있다. 또한소스와
기판의간격이너무작아각각의온도제어에어려움

이 있다. 최근에는 CSS 공정보다 양산에 적합한
VTD (Vapor Transport Deposition) 공정이 적용되
고 있다. VTD 공정은 원소재를 가열하여 Vapor를
만든 후 기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First Solar, IEC
등에서적용하고있다 [6].

CdTe 태양전지가고효율을갖기위해서는 CdTe
흡수층을산소분위기에서 CSS 방법에의해성장시
켜야하며효율은 CSS 챔버내의산소의양과기판

그림 6. CSS 장치 개략도.

그림 7. VTD 공정 개념도.



온도그리고 Cl2분위기열처리온도에의존한다. 산
소의양이많고 Cl2열처리온도가높을수록곡선인
자 (Fill Factor; FF)가 높아지고 개방전압 (Open-
circuit voltage; Voc)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너무많은양의산소가사용되거나 Cl2열처리온도
가 너무 높지 않는 한 단락전류 (Short-circuit
current; Isc)는일반적으로크게영향을받지않는다.
CdTe 증착시 520℃정도의높은기판온도가사용
되면산소가CdTe 층내에덜침투하기때문에곡선
인자는줄어드는경향이있다. 산소가 CdS, CdTe와
혼합되면서CdS와CdTe 계면에Cd, S, Te, O를포함
한 n형화합물을형성하는데, 이것은 p-CdTe와함께
Pseudo-homo 접합을 만들어 곡선인자를 증가시킨
다. CdTe 증착시산소가 10% 이상, 그리고 Cl2열처
리온도가 420℃이상이될경우개방전압이높아지
고 곡선인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단락전류밀도

는 25 ㎃/㎠보다작아진다. 산소의존재에의한지
나친 Intermixing이발생하면가시광의흡수거리보
다두꺼운 n형화합물층이형성되고광흡수에의해
생성된운반자의많은부분이접합영역에도달하지

못한다. 그결과CdTe 증착시이러한 n형화합물층
의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산소의 양이매우 중

요하다. 
두꺼운 n형화합물층의형성여부는파장의함수

로광전류를측정함으로써확인할수있다. 예를들
면단락전류밀도가 25 ㎃/㎠보다훨씬작을때광전
류반응은 CdTe의에너지갭에해당하는것보다짧
은파장에서급격히떨어진다. 또한Cl2열처리시산
소의 존재는 ClTe의 농도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CdTe에서도우너로작용하여계면에 n-CdTe(S, O)
층을형성한다.

(5) 후면전극
CdTe 태양전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저항이작고, 안정성있는후면전극을형성
하는 것이다 [6]. CdTe는 높은 일함수 (Work
function) 값을가지고있기때문에 p-형 CdTe에저
항성접촉 (Ohmic contact)으로작용할수있는금속
이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보통의금속전극을사
용했을경우 p-형 CdTe와금속간에는쇼트키장벽

(Schottky barrier)이형성된다. 이때접촉장벽의높
이는 CdTe의페르미준위와금속표면의페르미준
위의 차이로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후면 전극은
완전한오믹특성을보이지않기때문에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후면 전극에서 전압강하가

일어나게 된다. 에너지 밴드 구조 측면에서 살펴보
면 CdTe와 CdS의 접합 다이오드와 반대 방향으로
후면 전극으로인한 또 다른 에너지장벽이 발생하

게되며, 이장벽은순방향전압이걸렸을때정류작
용을 일으켜 전체적으로 전류를 일정하게 만드는

"Roll over" 현상을발생시킨다. 현재까지접촉저항
이낮은후면전극을제작하는것이집중적으로연구

되었으나, 분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현재 CdTe에대한저항성접촉을형성하기위
해일반적으로사용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①비교적 일함수가 큰 금속을 증착하거나 p-
CdTe 보다높은전자친화력 (Electron affinity)
을 갖는 HgTe나 ZnTe 같은 중간 접촉

(Interlayer contact)을사용한다.
②터널링 (Tunneling)을 촉진하기 위해 전극과
인접한 CdTe 표면을 Br과같은산화제로식각
하거나도펀트 (Dopant)를이용하여고농도로
도핑한 얇은 영역을 형성한다. 널리 사용하는
도펀트로는 Tellurium, Copper, Gold 등이 있
다.

현재 Au, Cu/Au, Te, Ni/Al, ZnTe:Cu, Cu 도핑
된 흑연등의 물질들을 후면 전극으로사용하고 있

다. 이가운데서높은변환효율을보인것으로는 Cu
를도핑하거나 Cu 도핑된탄소를사용하는것이다.
소량의 Cu 첨가로 p-CdTe에 P++ 층을형성하여저

항성접촉을만들수있는데, 이러한방법으로몇몇
연구팀들은초기태양전지의상당한효율향상을보

고하고 있다. Cu는 CdTe 내에서 상당히 빠른 확산
물질로알려져있으며, Cu 확산메커니즘은결정입
계를통한확산으로보고하고있다. Cu+와 Cd2+ 이

온의크기는비슷하여 CdTe 내에서 Cu+는 Cd2+ 자

리에 쉽게 치환된다. 따라서 Cu의 확산은 CdTe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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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CdS/CdTe 접합영역까지 Cu가확산되었다
는 결과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접합 부근에서와
CdTe 박막내의 Cu는재결합중심 (Recombination
center)과병렬경로로작용해태양전지의특성저하
의원인이되고있다.

Meyers는후면전극의접촉저항을낮추는방안으
로써 CdTe에 Cu로 도핑된 ZnTe층을 입히는 n-i-p
구조를 제안한 바 있다 [7]. 이 구조의 특징은
CdTe/ZnTe 접합부의가전자대에에너지장벽이존
재하지 않고, ZnTe가 p-형으로 용이하게 도핑되는
특성때문에 ZnTe/금속접합부의전기저항이낮으
므로전체직렬저항은 CdTe에직접금속을접합했
을때보다낮아질것이라는점이다. ZnTe를사용하
면전자의 후면 확산 손실을줄여주는 등의 부수적

인효과도기대할수있다.
근래에서는 Cu가포함되지않은후면전극물질

이 제안되고 있으며, 일례로 Ni:P, Sb2Te3, HgTe 등
이있다. 위의전극물질을사용한태양전지의경우
상당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초기 효율은 그
다지높지않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열화가속실
험을통해서 Cu 함유후면전극물질의경우 250시
간 정도의 수명을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물질들을
사용한 경우 1,000시간 이상의 수명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있다. 표 2는지금까지여러연구그룹에서
사용해온다양한전극물질을요약한것이다 [8].

2.3  CdTe 태양전지모듈양산기술
이탈리아 Parma 대학및 IMEM-CNR 연구소에서

제안하는CdTe PV 모듈의양산기술은다음과같다
[5]. 0.6 × 1.2 m2의모듈을제조하기위해 Soda-lime
glass가레일을따라 9개의공정챔버를통과한다. 먼
저 Soda-lime glass가Washing/drying 장비를지나
400℃까지가열된후스퍼터링챔버로들어간다. 여

기서 0.5~0.6 μm 두께의 TCO 전면접촉이형성된다.
온도가상온으로떨어지면 TCO를제거하기위해 1
cm 간격으로 레이저 스크라이빙을 수행한다. 기판
의 온도를 250℃까지 올리고 스퍼터링 방법으로
60~80 nm 두께의 CdS를증착한다. 기판을 500℃까
지가열한후 4~6 μm 두께의 CdTe를 CSS 방법으로
증착한다. 다음 챔버에서 기판을 HCF2Cl 분위기에
서 400℃까지가열한후 1~2분동안열처리하고같
은온도에서수분동안진공열처리를한다. 기판온
도가 상온으로 떨어지면 CdS와 CdTe를 제거하기
위해 두 번째 레이저 스크라이빙을 수행한다. 기판

그림 8. CdTe 태양전지 모듈 생산을 위한 인라인 건식
공정 흐름도.

Metals Others

Cu, Au, Cu/Au,
Ni, Ni/Al,

Sb/Al, Sb/Au

Graphite Graphite(Cu, HgTe, Ni2P), As2Te3/Metal,
Cu2Te/Metal, Ni2P/Metal, NiTe2/Metal,

Te/As2Te3/Metal, Sb2Te3/Metal, ZnTe:Cu/Metal,
ZnTe:N/Metal

그림 9. CdTe 태양전지 모듈 내 개별 전지들의 상호연
결 개념도: (a) TCO 박막 레이저 스크라이빙,
(b) 활성층 (CdS/CdTe) 레이저 스크라이빙,
(c) 후면전극 레이저 스크라이빙, (d) 모듈 내
전기적으로 직렬 연결된 개별 전지들과 전하들
흐름. 

표 2. CdTe 박막 태양전지의 후면전극 물질.



은 다시 스퍼터링 챔버로 들어가서 100 nm 두께의
Sb2Te3를증착한다. 연이어 100 nm 두께의Mo 금속
을 Sb2Te3막위에스퍼터링방법으로증착한다. 마지
막으로세번째레이저스크라이빙을수행하여후면

전극 증을 제거하여 CdTe PV 모듈을 완성시킨다.
그림 10은주요회사들의 CdTe 태양전지모듈생산
라인을나타낸것이다.

3. CdTe 박막 태양전지 시장 전망

CdTe 박막 태양전지의 효율은 실험실 수준으로
도박막태양전지중에서도매우높은수준인 16.7%
(NREL, 2001)을 달성하였으며, 이론 효율도 20%에
이르며, 다중접합 (Multi-junction) 구조를가질경우
결정계태양전지와비슷한수준인 25%까지도도달
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이와같이 CdTe 박막
태양전지는효율이 20% 수준까지도달할수있는잠
재력이있고저가로제작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지

만Cd (카드뮴)의유해성논란으로인해서극소수의
연구소와기업체에서만연구개발을진행해왔다. 설

상가상으로 2000년 초반
독일의 Antec Solar가 세
계최초로 CdTe 태양전지
를 상업화 하였으나 실패

로돌아간경험이있다. 그
러나 미국의 First Solar가
오랜 연구개발 끝에 저가

의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한대량생산기술개발에

성공함으로써 2006년 100
MW에서 2009년에 1,226
MW로 생산 능력을 급속
히 확대시킴으로써 2009
년에전세계태양전지생

산량 1위에 등극하기까지
하였다. 특히독일의환경
유해성 평가결과에서

CdTe 태양전지는 태양광
발전제품으로사용시Cd

의유해성이없으며, 영업이익률이 30~40%에달하
고, 제조원가는 2010년 4사분기에는 0.75 $/W을달
성하면서 CdTe 태양전지에대한사업가능성을크
게확대시켰다 [4].

CdTe 태양전지는 2010년까지 First Solar 1개업체
가거의생산할정도로 First Solar가독주를이루어
왔지만앞서설명한바와같이 CdTe 태양전지의사
업성이크게부각되고, Cd의유해성문제가어느정
도 해결되면서최근 몇몇 업체들이사업 진출을 발

표하고 대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
Abound Solar는현재 68 MW의생산규모를 2015년
이전까지 840 MW로증설할계획이며, PrimeStar를
인수한 GE도현재 33 MW의생산능력을갖고있는
공장 규모를 400 MW까지 증설할 계획을 2011년 4
월에발표하였으며 2013년부터양산에들어갈계획
이다. 특히이러한신규업체들은최근공식적인컨
퍼런스 등에서지속적인 효율 및 수율향상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생

산 설비의 증설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다. 무엇보다도 First Solar는최근미국, 중국, 인도,
아시아, 중동및위도±35°의 Sunbelt 지역등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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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0. CdTe 태양전지 모듈 생산 라인: (a) ANTEC Solar GmbH, (b)
First S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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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국토가넓고일사량이많은국가를중심으로

태양광발전 설치시장이 성장이 예상됨으로써 어플

리케이션 시장에서 Ground Mounted System 방향
으로 성장성이 기대되고, 중국 업체들의 결정질 실
리콘태양전지 모듈과 가격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

기 위해서 2010년 1,412 MW 규모의 생산능력을
2011년 1,900 MW, 2015년에는 4,753 MW까지대규
모로증설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기존및신규
CdTe 태양전지업체들의생산능력증설계획을고
려해볼때, 전세계CdTe 태양전지생산능력은 2010
년 1,667 MW에서 2011년 2,586 MW, 2015년에는
6,661 MW까지증설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생산
량은 2010년 1,455 MW에서 2011년 1,995 MW, 2015
년에는 5,248 MW까지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4. 결 론

CdTe 태양전지는비정질실리콘전지와 ClGS계
태양전지와함께가장실용화가능성이있는박막형

전지로평가받고있다. 특히, 비정질실리콘태양전
지에 비해서는 에너지 변환효율이 높고, 성능의 안
전성이우수하며, ClGS계전지에비해서는대량생
산에용이하다는장점을갖추고있다. 현재 CdTe 태
양전지의 변환효율은 미국 NREL의 16.5%가 최고
기록으로서, 투명전극으로전도도와투과도가좋은
Cadmium stannate (Cd2SnO4)를 사용하였고,
Cd2SnO4와 CdS 층사이에 Zinc stannate (Zn2SnO4,
or ZTO) 버퍼층을 사용하였다. 앞으로 후면 전극 (

Back contacts)의전기저항을낮추는등의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18%까지 향상 될 전망이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는전기 저항이 낮은 후면전

극 (또는배면전극, Back contact)개발, CdTe 층의전
기 전도도 향상, CdTe/CdS계면의 최적화, 밴드 갭
이크고격자상수가 CdTe와비슷한창층재료의개
발, 투명전극의개발등이있다. 
최근에는누가먼저수백내지수천 MW 규모의

태양광플랜트에대한시장에진입하느냐에초점을

맞추어업체마다경쟁적으로개발에임하고있으며,
이러한 가운데서 CdTe 전지기술은 여타의 태양전
지기술과함께경쟁을벌일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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