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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Ga)함량비에 따른 Cu(In,Ga)Se2 박막의 국소

역에서의 표면 퍼텐셜과 류- 압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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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In,Ga)Se2 (CIGS)isoneofthemostpromising photovoltaicmaterialsbecauseoflargeconversion

efficiencywhichhasbeenachievedwithanoptimum Ga/(In+Ga)compositioninCuIn1-xGaxSe2(X∼0.3).The

Ga/(In+Ga)contentisimportanttodeterminebandgap,solarcellperformancesandcarrierbehaviorsatgrain

boundary(GB).EffectsofGa/(In+Ga)contentonphysicalpropertiesoftheCIGSlayershavebeenextensively

studied.Inpreviousresearch,itisreportedthatGBisnotrecombinationcenterofCIGSthin-film solarcells.

However,GB recombinationandelectron-holepairbehaviorstudiesarestilllacking,especiallyinfluenceof

with differentX on CIGS thin-films.We obtained the GB surface potential,localcurrentand I-V

characteristicofdifferentX(0<X<1)inCIGSthin-filmsbyusingtheKelvinprobeforcemicroscopy(KPFM)

andconductiveatomicforcemicroscopy(C-AFM).From C-AFM results,wefoundthatCIGSthin-film (X∼

0.3)withhighconversionefficiencyflowslowerlocalcurrent.Surfacepotentialwassmallerthan80mV near

GBswithX<0.1andX>0.7whileX∼0.3showedhigherpotentialthan100mV onGBs.Higherpotentialon

GBs appears positive band bending.Itcan decrease recombination loss because ofcarrierseparation.

Therefore,wesuggestrecombinationandelectron-holebehaviorsatGBsdependingoncompositionofX.

Keywords:Cu(In,Ga)Se2 (CIGS), 빈 탐침력 미경(Kelvin probeforcemicroscopy), 도 원자힘 미경

(conductiveatomicforcemicroscopy),Ga/(In+Ga)함량비 (Ga/(In+Ga)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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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Chalcopyrite물질 Cu(In,Ga)Se2(CIGS)

는 박막형 태양 지에 있어 가장 유망한 물질

하나이다.높은 변환 효율,큰 흡수계수,

넓은 밴드갭을 가지고 있으며,Ga을 첨가함으

로써 밴드갭 에 지를 1.014∼1.680eV 범

내에서 조 할 수 있다.세부 인 연구는 CIGS,

CIS,CGS의 GB근처에서의 특성에 해 이루

어지고 있다.ClasPerssonandAlexZunger

에 따르면 CIS의 경우 grainboundary(GB)

에서의 표면 퍼텐셜은 CGS의 경우보다 더 컸

으며,이는 CIS에서 CGS보다 낮은 엔탈피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효율

이 좋은 CIGS태양 지 GB근처의 특성은 가

자 오 셋에 의하여 표면 하 역에서

GB재결합 상이 억제된다1).이는 홀 반발의

밴드 굽힘 효과에 의한 재결합 상의 감소를

통해 효율 향상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이와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는 나노

스 일에서의 CIGS박막의 표면 퍼텐셜과

기 특성 분석을 통하여 Ga함량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 다.함량비에 따른 CIGS박막

의 특성을 바탕으로 박막 태양 지의 효율향

상을 한 연구를 진행하 다.

2.Ga/(In+Ga)함량비에 따른 C-AFM과 KPFM

측정

서로 다른 Ga함량비를 가진 CIGS박막은

soda lime glass에 Mo 코 된 기 에

threestageprocess공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샘 의 증착두께는 약 2μm이고,각 샘 의

Ga함량비는 유도결합 라즈마 (ICP)를 이

용하여 확인했다.함량비에 따른 solarcell

1)Gloeckler,Journalofappliedphysics,Volume98,Issue11.2505.

2)ClasPerssonandAlexZunger,Appliedphysicsletters87,2005,

211904.

factor결과는 표1.과 같다.샘 측정을 해

서는 AFM과 샘 의 하부 극을 실버페이스

트 페인 을 이용하여 연결하 다.C-AFM

측정을 해 tip을 모드에서 samplebias

를 0∼ 0.5V를 걸어주면서 표면형상과 표면

류분포를 측정하고,KPFM 측정은 tip을

비 모드에서 표면 퍼텐셜을 측정하여 국

소 역의 기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1.각 Ga/(In+Ga)함량비에 따른 solarcellfactor

Ga

함량비
0.00 0.15 0.29 0.39 0.56 0.73 1.00

Thickness

(μm)
2.25 2.25 2.25 2.25 2.12 1.95 1.75

Voc(V) 420 513 613 668 704. 707 670

Jsc

(mA/cm2)
42.7 36.4 34.3 31.0 26.5 20.6 11.9

F.F(%) 52.9 61.1 68.9 61.1 61.9 59.0 54.1

Eff.(%) 9.5 11.6 14.5 12.6 11.6 8.6 4.3

Eg(eV) 0.99 1.06 1.15 1.21 1.28 1.43 1.64

2.1국소 역의 기 특성과 효율

C-AFM을 통해서 국소 역의 기

특성 분석을 실시하 다.Ga함량비에 따라

grain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났다.그림.1의

류분포 이미지를 살펴보면 CIGS박막의

부분의 류가 GB를 따라 흘 다.이 원인으

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물질의 구성,

tip의 상태,결정의 방향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3) 류분포 이미지를 통해 Ga이 풍

부한 경우 (X∼0.73)와 Ga이 결핍된 경우 (X

∼0.29)의 샘 을 분석해보았다.높은 변환 효

율을 가진 X∼0.29샘 의 경우 류 분포율

이 낮고, 류의 크기도 작았다.하지만,변환

효율이 낮은 X∼0.73샘 의 경우 류분포율

이 높았으며,흐르는 류가 컸다(그림.1).이

와 같은 결과는 국소 역의 류분포를 통

해 Ga함량비에 따른 CIGS박막의 효율과

기 특성과의 연 성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D.Azulayetal,CurrentroutesinpolycrystallineCIS

andCIGSfilms,Solarenergymaterials& Solarcells

9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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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Ga함량비에 따른 CIGS박막의 GB에서

의 banddiagram 그림.

그림 3.(a),(b)Topography그림,(C),(d)0.5V의 샘

bias를 걸어주었을 때 C-AFM의 류분포 그림

2.2표면 퍼텐셜 측정을 통한 밴드 굽힘

상 측

KPFM 측정 결과 CIGS박막의 GB에서는

높은 퍼텐셜이 나타나고,grain표면에서는

다소 낮은 퍼텐셜이 나타났다.(그림2,3.)X

∼0.73의 표면 퍼텐셜의 경우 CIGS박막의

표면 퍼텐셜의 크기는 약 60mV 이었으며,

X∼0.29는 약 150mV정도의 퍼텐셜이 나타

났다.Ga함량비의 차이에 따라 표면 퍼텐셜

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을 KPFM 측정을

통해 확인하 다.크기가 높은 퍼텐셜이 나

타날 때 GB근처에서 밴드 굽힘 효과에 의

해 캐리어들이 분리되어 재결합 상이 어

듦을 상할 수 있다.Ga함량비에 따라 퍼

텐셜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밴드

굽힘 효과에 향을 주는 변수 의 하나이

다.X∼0.29샘 의 경우 큰 퍼텐셜에 의해

GB근처에서 큰 밴드 굽힘 효과가 나타난다.

그림 2.CIGS의 X～0.29와 X～0.73의 (a),(b)Topography

그림,(c),(d)KPFM결과

그림 3.CIGS박막의 Ga함량비에 따른 lineprofile분석

(X:Ga함량비).[란색선과 빨간색 선은 각

Z-position과 surfacepotential을 나타냄].

Ga함량비에 따른 밴드 굽힘 상을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측해보았다(그림.4).X∼

0.29의 경우 큰 양의 밴드 굽힘 효과로 인

해 재결합 상이이 감소하여 변환 효율이

높음을 측할 수 있다.X∼0.73의 경우는

작은 밴드 굽힘 효과에 의해 GB 근처에서

재결합이 일어나 변환 효율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3.결 론

Ga/(In+Ga)함량비에 따른 CIGS 박막을

C-AFM과 KPFM을 통해 국소 역에서

의 류분포 표면퍼텐셜 특성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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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아래와 같다.

(1)Ga/(In+Ga)함량비가 0.29인 경우 효율

이 가장 높았으며,이 경우 류의 크기

가 작고 류분포율도 낮았다.하지만

Ga/(In+Ga)함량비가 0.73인 경우 류크

기도 크고 류분포율도 높았다.그러므

로 효율과 국소 역의 기 특성과

한 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2)KPFM 측정결과를 통해 표면 퍼텐셜의

분포는 Ga/(In+Ga)함량비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났으며,이는 밴드 굽힘 상과도

한 련이 있다.

(3)Ga함량비에 따른 밴드 굽힘 상은 굽

힘의 정도에 따라 재결합 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이와 같은 CIGS박막의 Ga/(In+Ga)함

량비에 따른 국소 역의 특성 연구를

통해 CIGS태양 지의 변환효율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악할 수 있었다.그

러므로 고효율 태양 지 개발에 용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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