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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2ZnSnSe4(CZTSe)isemergedasapromising materialforthin-film solarcellsbecauseofnon-toxic,

inexpensiveandearthabundantmorethanCu(In,Ga)Se2 materials.Forfabricatingcompoundsemiconductor

thin-film solarcells,CdSiswidelyusedforabufferlayerwhichfabricatedbyachemicalbathdeposition

method (CBD).Through theexperiment,wecontrolled deposition temperatureand molratio ofsolution

conditionstofindthepropergrain크기 andexactcomposition.Theoptimum CdSlayerswerecharacterizedin

termsofsurfacemorphologybyusingascanningelectronmicroscope(SEM)andatomicforcemicroscope

(AFM). TheoptimizedCdSlayerprocesswasappliedonCZTSethin-films. Thethicknessofbufferlayer

relatedwithdeviceperformanceofsolarcellswhichcontrolledbydepositiontime. Localsurfacepotentialof

CdS/CZTSethin-filmswasinvestigatedbyKelvinprobeforcemicroscopy(KPFM). From theseresults,we

candeducelocalelectricpropertieswithdifferentthicknessofbufferlayeronCZTSethin-films.Therefore,

weinvestigatedtheeffectofCdSbufferlayerthicknessontheCZTSethin-filmsfordecreasingdevicelosses.

From this study,we can suggestbufferlayerthickness which contributes to efficiencies and device

performanceofCZTSethin-film solarcells.

Keywords:Cu2ZnSnSe4(CZTSe),화학 용액 성장법(Chemicalbathdeposition), 빈 탐침력 미경(Kelvinprobe

forcemicroscopy),주사 자 미경(Scanningelectron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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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1 No.2 No.3

CdSO4
(mol)

0.005 0.015 0.0015

Thiourea
(mol) 1.5 1.5 0.0075

Amonia
(%) 28∼30 28∼30 28∼30

Grain크기
(nm) 100∼120 150∼180 60∼80

표1.서로 다른 mol농도에 따른 증착 결과

그림 1.DepositionatdifferentmolratioCdS(condition:

65℃,16min)

그림 2.DepositionCdSatdifferentamoniaconcentration

(condition:65℃,16min)

1.서 론

차세 박막태양 지 주목받고 있는

Cu(In,Ga)Se2 (CIGS)태양 지는 부존량의

부족 단가 감의 한계로 인해 재는

Cu2ZnSnSe4 (CZTSe)물질에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에 있다.고효율 태양 지 제

작을 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가장 효율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합특성이다.이 특성은 태양 지 버퍼층의

변화에 따라 향을 많이 받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CZTSe박막 태양 지에

합한 버퍼층 물질 CdS를 최 화한 후,

CZTSe 에 용액 성장법을 통해 증착하

다.이를 바탕으로 국소 역의 기 분

석을 통해 버퍼층에 따른 태양 지의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2.CBD방법을 통한 CdS버퍼층 최 화

용액 성장법을 이용하여 CdS최 화를

해 각 용액의 몰농도,용액의 양,증착 온도

시간을 조 하면서 증착하여 형상분석을

통해 최 조건을 악하 다.

2.1다른 몰농도에 따른 CdS최 화

용액의 몰농도의 비율을 조 하여 합한

CdS조건을 찾는 실험을 진행하 다.SEM

분석을 통해 grain크기 변화를 측정하여

합한 조건을 유추하 다(그림.1).그 결과 약

70nm 정도의 grain크기를 가진 가장 낮은

몰농도를 가진 No.3의 조건이 CZTSe 에

함을 단했다.CZTSe의 grain크기가

40nm 이기 때문에 크기차이로 인한 류손

실을 일 수 있는 70nm 정도의 크기가

합하기 때문이다.(그림.1,표1)

2.2thiourea,amonia용액 양 조 을 통한

CdS구성비 최 화

앞선 2.1실험에서 얻은 몰농도를 기반으로

하여 Cd,S의 구성비를 1:1로 맞추기 해

thiourea와 amonia용액을 변화시키면서 증

착하 다.Thiourea용액의 양을 변화 시킨

결과는 조성비가 맞지 않았지만,암모니아

용액을 변화시킨 경우는 7mL에서 EDS분

석을 통해 정확한 조성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2)

2.3증착온도와 시간 조 을 통한 CdS최

화

2.1과 2.2의 실험을 통한 몰농도와 용액

의 양의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증착 온도와

시간을 변화시켜 CdS층을 증착하 다.최

화 조건의 단근거는 박막의 grain크기와

표면 빈 공간 분포 조성비의 확인이다.이

는 SEM과 EDS측정을 통해 분석하 다.그

림.3은 증착된 CdS의 XRD측정결과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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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XRDpatternsofCdSlayer.

그림 4.TopographyandKPFMimagesofCZTSe/CdSthin-film.

Line profile indicated surface potential(red)and

Z-position(blue).

다.16분 증착한 샘 의 경우 한 peak

들이 측정되었지만 18분 증착조건에서는 비

정상 인 peak이 나타났다.이와 같은 단

근거를 통해 65℃,16분이 가장 최 조건에

합함을 알 수 있었다.

3.최 화 된 CdS층의 CZTSe박막에의 용

2의 실험에서 확인한 최 화된 CdS버퍼

층을 CZTSe박막 에 증착하여 KPFM측정

을 실시하 다.아래는 CdS/CZTSe박막의

국소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3.1CZTSe/CdS박막의 특성분석

최 화 공정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CdS층을

CZTSe박막에 증착하 다.증착된 CdS/CZTSe

박막은 AFM을 이용하여 표면형상을 찰하

다.CZTSe의 grain들이 CdSgrain덩어리

들에 의해 잘 덮여져 증착 됨을 단면측정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4는 CdS/CZTSe

박막의 KPFM 측정 결과이다.표면 퍼텐셜

을 측정해 본 결과 grainboundary에서 양의

표면 퍼텐셜이,grain내부에서는 음의 표면

퍼텐셜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CZTSe박

막의 경우는 수 백 mV의 퍼텐셜이 나타나지

만 CdS를 증착한 CZTSe박막의 경우는 높

은 항을 가진 CdS층에 의하여 퍼텐셜이

수십 mV로 다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3.2CdS/CZTSethin-film의 국소 역

의 기 특성 분석

Grainboundary근처에서의 퍼텐셜 차이

에 의해 CdS/CZTSe박막의 밴드 굽힘 효과

를 측할 수 있었다.양의 밴드 굽힘 효과에

의해서 캐리어의 분리 상이 나타나 재결합

감소 상 가능성을 보여 다.이 같은 상

을 바탕으로 버퍼층 두께 특성에 따른 밴드

굽힘 효과와 재결합 매커니즘을 구 한다면

CZTSe태양 지 특성향상을 한 요한

단서를 유추할 수 있다.

4.결 론

버퍼층 CdS를 용액 성장법을 통해 CZTSe

에 증착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았다.CZTSe

박막에 최 화 된 CdS층의 분석 결론은 아

래와 같이 얻을 수 있었다.

(1)최 화 된 CdS버퍼층의 증착조건은 몰

농도CdSO4-0.0015M,thiourea-0.0075M,

amonia-28∼30%에서 증착온도 65℃로

16분 동안 진행하는 것이다.



- 403 -

(2)최 조건에서의 CdS의 grain크기는 6

0～70nm이고,버퍼층의 두께는 약 110

nm이다.

(3)증착시간과 음 세척 공정은 두께조

을 통한 소자특성을 결정하는데

한 연 이 있다.

(4)CdS/CZTSe박막은 grainboundary에서

양의 퍼텐셜,grain내부에서 음의 퍼텐

셜로 인해 grainboundary근처에서 양

의 밴드 굽힘 상이 나타났다.

(5)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버퍼층의 두께 조

을 통한 국소 역의 기 특성을

연구한다면 고효율 태양 지 개발에

요한 단서를 제시할 거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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