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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ourstudy,wehavefocusedonoptimizinggoodqualityofZnSbufferlayerbychemicalbathdeposition

(CBD)from abathcontainingZnSO4,ThioureaandAmmoniainaqueoussolutionontoCIGSsolarcells.The

influenceofdepositionparametersuchaspH,depositiontemperature,stirringspeedplayedaveryimportant

roleontransmission,homogeneity,crystallineofZnSbufferlayer.Thetransmissionspectrum showedagood

transmissioncharacteristicabove80% invisiblespectralregion.CIGSthinflim solarcellwithZnSbufferlayer

hasbeenrealizedwiththeefficiencyof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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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ChemicalBathDeposition(CBD)은 단결

정 성장법의 일종으로 용액 내에 정량의

이온을 해리시켜,용액의 온도를 조 하여

각 이온농도의 곱이 용액의 용해도 보다 큰

경우에 석출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박막을 증

착하는 방법이다. 한 제조단가가 렴하고

건식공정보다 변환효율이 우수하여 버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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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에 가장 리 사용된다.CdS버퍼층에

사용되는 카드뮴은 환경 으로 큰 문제 을

가지고 있다.1.2) 한 단 장 역에서 빛을

투과하지 못하고 흡수하여 짧은 장 역의

손실을 일으키는 단 이 있다.따라서 기

존의 CdS 버퍼층의 단 을 극복한 ZnS

(ZincSulfide)물질을 이용하여 CIGS태양

지에 용하는 실험이 수행되고 있다.3)

2.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ZnS버퍼층

특성변화

Chemicalbathdeposition공정에서 박막의

원활한 증착을 해 complexagent가 사용

된다.이러한 complexagent의 농도를 조

함에 따라 박막 증착 공정에 다양한 합성조

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ZnS버퍼층을 증착

하기 하여 암모니아수를 complexagent로

사용하 다.<그림 1.>는 암모니아 농도와

ZnS버퍼층 두께 변화 그래 이다.암모니아

농도가 1M일 때는 약 33nm의 두께로 거의

증착이 일어나지 않았으며,2∼3M의 농도

일 때 각각 151.3nm와 173.7nm의 두께로

가장 좋은 증착률을 나타내었다.이 후,암모

니아의 농도가 더 진해질수록 다시 박막의

증착률이 감소함을 확인하 다.암모니아 농

도가 묽으면 용액 내부의 Zn2+자유이온 농

도가 증가하여 박막 증착 진행을 지연시키

며,암모니아 농도가 진하면 Zn착이온이 잘

해리되지 않아 이온-이온 방식과 클러스터-

클러스터 방식을 모두 방해한다.따라서

정량의 암모니아 농도를 첨가하여야 최 의

조건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그림

2>은 UV-Vis장비를 사용하여 버퍼층의 투

과도를 측정한 데이터이다.기존의 CdS버

퍼층은 500nm 이하의 단 장 역에서 투

과도가 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는 반

면,ZnS버퍼층은 단 장 역에서도 90%

이상의 높은 투과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

하 다.

그림 1.암모니아 농도변화와 ZnS버퍼층 박막 두께

상 그래드

그림 2.ZnS와 CdS버퍼층의 투과도 비교

3.결 론

ZnS버퍼층을 용하여 제작한 태양 지의

효율은 단 장 역에서도 투과 특성이 우

수하여 단락 류 도 값이 36.9mA/cm
2
으

로 높게 나왔음을 확인하 다. 한 CIGS태

양 지 소자가 A.M1.5,상온에서 14.2%의

변환 효율을 달성하 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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