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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In, Ga)Se2 (CIGS) precursor films were electrodeposited on Mo/glass substrates in acidic solutions containing

Cu2+, In3+, Ga3+, and Se4+ ions at −0.6 V (SCE) and pH 1.8. In order to induce recrystallization, the electrodeposited

Cu1.00In0.81Ga0.09Se2.08 (25.0 at.% Cu + 20.2 at.% In + 2.2 at.% Ga + 52.0 at.% Se) precursor films were annealed under a high

Se gas atmosphere for 15, 30, 45, and 60 min, respectively, at 500oC. The Se amount in the film increased from 52 at.% to

62 at.%, whereas the In amount in the film decreased from 20.8 at.% to 9.1 at.% as the annealing time increased from 0 (as-

deposited state) to 60 min. These results were attributed to the Se introduced from the furnace atmosphere and reacted with

the In present in the precursor films,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the volatile In2Se. CIGS precursor grains with a cauliflower

shape grew as larger grains with the CuSe2 and/or Cu2-xSe faceted phases as the annealing times increased. These faceted phases

resulted in rough surface morphologies of the CIGS films. Furthermore, the CIGS layers were not dense because the empty

spaces between the grains were not removed via annealing. Uniform thicknesses of the MoSe2 layers occurred at the 45 and

60 min annealing time. This implies that there was a stable reaction between the Mo back electrode and the Se diffused through

the CIGS film. The results obtained in the present research were sufficiently different from comparable studies where the

recrystallization annealing was performed under an atmosphere of Ar gas only or a low Se gas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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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u(In,Ga)Se2(CIGS) 태양전지는 Cu, In, Ga 및 Se의

4원소를 포함하는 황동광계 화합물 반도체로 광흡수계수

가 매우 크고(> 105 cm−1), 조성 조절을 통한 넓은 범위의

에너지 갭을 이용 가능한 박막형 태양전지로 주목을 받

고 있다.1,2) CIGS태양전지 광흡수층의 제조에는 진공증발

법, 스퍼터링법, 전해증착법, 스크린프린팅법 및 근접승화

법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 왔으나,3,4) 이중 진공증발

법 및 전해증착법에 의해서 제조된 태양전지만이 10%이

상의 고효율 보이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CIGS계 태

양전지 생산에 진공증발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

나 이 방법은 대면적화의 어려움과 높은 공정비용의 문

제점을 갖고 있어, 이에 비해 효율은 낮으나 비진공 및

상온에서 증착이 가능하여 공정비용이 낮고, 증착속도가

빠르며, 대면적화에 적합한 전해증착법이 해외 일부 기

업체에서 적용 양산되고 있다. 전해증착법은 동일한 전

해질로부터 한 단계(one step)로 CIGS광흡수층을 구성하

는 모든 성분을 전해 증착시키는 원-스텝 전해증착(one-

step electrodeposition)과 순차적으로 서로 다른 층을 증

착하여 최종 목표층을 전착시키는 순차적 전해증착법

(sequential electrodeposition)이 있다.5) 이러한 전해증착

은 상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증착된 CIGS박막은 결정

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어 이 상태로는 태양전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하여, 전해증착에 의해 제조된 CIGS

전구체를 완전히 결정화시키기 위해서는 400-550oC의 고

온에서 소정시간 열처리가 요구되는데, CIGS전구체내의

Se은 이러한 고온에서 쉽게 휘발하여 조성의 변화를 발

생시킬 수 있다. Se가스 분위기 하에서의 열처리는 이

러한 문제없이 CIGS전구체를 재결정화 시킬 수 있을 뿐

만이 아니라, CIGS박막과 Mo후면전극사이에 낮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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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후면전극에 필수적인 MoSe2 층을 형성시킬 수

있다.6)
 

CIGS전구체의 재결정 열처리시 전구체의 조성변화는 태

양전지 효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IGS전구체의 재결정 열처리에 따른 Se의 휘발을 억제

하고자 Se가스 분위기 하에서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그

러나 Se가스 분위기에서의 열처리가 CIGS박막내 Se의

감소를 제어하는 효과를 벗어나 CIGS박막내 Se함량을 증

가시켜 효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으로 열처리 조건에 따

른 박막의 조성 및 조직을 분석하여 적정 열처리 조건

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CIGS박막과 Mo후면전극사

이에 균일한 두께의 MoSe2층을 형성시키고자 하였고, 이

를 위한 최적 열처리 조건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전해증착법에 의해 CIGS전구체 박막을 제조한 후, 열처

리온도를 500oC로 고정시킨 조건에서, Se가스 분위기에

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CIGS박막의 조성, 결정구조, 미

세조직 및 표면특성의 변화를 조사하였고, Ar가스 분위

기 또는 비교적 낮은 Se가스 증기압 하에서 열처리한 이

전의 연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기판으로는 10 × 35 × 0.4 mm T 의 soda-lime glass(GST

사)가 사용되었고, 이 기판을 초음파 세척 및 건조 후, dc

magnetron sputtering장치를 이용하여 약 1 µm 두께의 몰

리브덴 박막을 증착시켰다. 몰리브덴 타겟으로는 50 mm

dia × 1/2 mm t의 99.99%의 고순도 타겟이 사용되었다. 

이 SLG/Mo기판 위에 CIGS광흡수층의 전해증착을 위해

potentiostat / galvanostat 장치(Princeton Applied Research

사의 versaSTAT3)를 이용하여, Ag/AgCl칼로멜전극을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 Pt전극을 상대전극(counter

electrode)으로, Mo/SLG기판을 작업전극(working electrode)

으로 하였다. 전해증착용 전해액 제조를 위해, D.I water

를 비커에 담은 후 CuCl2, InCl3, InCl3, H2SeO3의 시약을

각각 2.5 mM, 7 mM, 20 mM 및 8 mM의 몰농도로 계

산하여 넣은 후 약 2시간 정도 교반하였고, 교반 후 pH

를 조절하기 위하여 HCl를 첨가하였으며, HCl은 측정 스

포이트로 소량씩을 떨어뜨리며 pH를 1.8로 하였다. 전

해증착은 −0.6V에서 45분간 하였으며, 증착 중에는 교

반하지 않았고, 증착은 상온에서 이루어 졌다. 

열처리는 tube furnace를 이용하였으며, 내부는 6.5 cm

dia × 88 cm의 석영튜브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는 온도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의 증기압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석영튜브

내에, 별도의 소형 석영튜브(3.3 cm dia × 10 cm)를 제작하

여 설치하였으며, 이 소형 석영튜브 내에 Se소스로서 Se

pellet(4 mm, 99.99%)과 전해 증착된 CIGS전구체 박막

을 설치하였다. Se소스 용기에는 Se증기가 CIGS기판 쪽

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carrier gas인 Ar이 유입 될 수

있는 스테인리스 튜브와 연결하였다. 

열처리로는 로터리 펌프를 이용하여 1 × 10−3 torr으로 감

압 후, Ar가스를 약 5분간 퍼지 해줌으로써 내부의 잔류

가스를 제거하고 1 × 10−1 torr 압력으로 고정하였다. 열처

리는 500oC에서, 15, 30, 45 및 60분간 하였으며, 열처리

후 갑작스런 냉각에 의해 CIGS박막에서 크랙이나 박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상온까지 로냉하였다. 

CIGS 박막의 조성은 EPMA (Shimadzu 사의 EPMA-

1600) 및 EDS (Hitachi 사의 S-2500C)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박막의 미세조직 및 표면형상은 각각 FE-SEM

(Carl Zeiss사의 Supra-60 모델) 및 AFM (Veeco사의

Dimension V), 그리고 박막의 결정구조는 XRD (Rigaku

상의 SmartLab)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e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시간에 따른 CIGS 박

막 조성의 변화

SLG/Mo기판위에 전해 증착된 CIGS박막의 조성은 25.0

at.%Cu + 20.2at.% In + 2.2at.% Ga + 52.0at.% Se(Cu1.00-

In0.81Ga0.09Se2.08)이었다. 이러한 조성은 이상적인 CIGS의

조성(Cu1(InxGa1 − x)Se2)과 비교해 볼 때, Ga의 함량은 다

소 낮으나 Cu 및 Se함량은 같거나 매우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해증착 CIGS박막은 비정질 또는 약

한 결정질 상태에 있게 되고, 이를 황동광(chalcopyrite) 결

정구조를 갖는 CIGS박막으로 재결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400~500oC의 온도에서 열처리가 요구되고, 이때 기화온도

(684.9oC)가 낮은 Se이 휘발하여 조성의 변화를 유발한다.

Se가스 분위기에서의 열처리는 CIGS박막내 Se의 휘발을

≥

Fig. 1. The compositions of CIGS thin films with annea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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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면서 재결정화를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면

Mo전극과 CIGS박막사이에 MoSe2절연층을 생성시키는 부

수적인 효과도 있다.

Fig. 1은 열처리시간에 따른 CIGS박막의 성분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열처리시간이 0분(전해증착 상태), 15분, 30

분, 45분 및 60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Cu함량은 24.9,

25.3, 26.4, 27.7 및 28.1at.%로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Se

함량은 52, 54.5, 55.4, 58.7 및 62.0at.%로 열처리시간이

30분까지는 완만히 증가하였으나 45분부터는 현저히 증가

하였다. In과 Ga은 열처리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In

은 20.8, 18.1, 16.6, 12.3 및 9.1at.%로 비교적 큰 폭으

로 감소하였으며, Ga은 2.2, 2.1, 1.5, 1.3 및 0.8at.%로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상기 결과로 부터 열처리시간에 따

른 Se과 In함량의 변화가 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In

함량의 변화를 Cu함량과의 상대적인 비 Cu/In의 변화로

살펴보면, 열처리 전 Cu/In의 비는 ~1.2 이나 열처리시간

이 60분으로 증가하면 Cu/In의 비율이 2.8 까지 증가하

게 되어 이상적인 CIGS박막에서의 비 1.0을 크게 벗어

나게 된다. 그러나 CIGS전구체를 불활성가스 분위기 하

에서 재결정 열처리 시, 이러한 In함량의 감소는 발생하

지 않아, 상기의 재결정 열처리에 따른 In함량의 감소가

Se가스 분위기 하에서의 열처리에 따른 CIGS전구체내에

Se원소의 유입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즉, Se소스로서 열

처리로에 장입된 Se pellet은 노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Se증기로 기화되고, 이 Se가스는 CIGS박막내의 In과 반

응하여 휘발성의 In2Se화합물을 생성하여 제거된다. 이러

한 반응은 열처리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열처리온도가 높

을수록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CIGS박막내의 In함량

은 크게 감소된다.7,8)

3.2 Se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시간에 따른 CIGS 박

막의 성장형상

Fig. 2는 500oC에서 열처리시간에 따른 CIGS박막의 결

정성의 변화를 XRD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해증

착 상태에서 CIGS박막은 우선 성장 면인 (112)면의 피

크만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다른 CIGS결정

피크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차상인 Cu2Se (2θ =

26.37o)상의 피크가 미세하게 검출되고 있는데, 이 피크는

열처리온도가 100oC부근에서 생성되는 In3S2와 반응하여

약 200oC이상의 온도에서 황동광구조의 CIGS결정을 형

성하면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9)

열처리시간 15분에서는 현저한 (112)의 주성장면과 (204)/

(220), (312)/(116), (008)/(400), (332)/(316) 면의 CIGS피

크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열처리시간 30분부터는 CuSe2

(2θ= 51.76o)상의 피크가 나타나고 있으며 45분부터는 Cu2−x

Se상의 피크와 MoSe2상의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

서, CuSe2상은 열처리에 따른 다량의 Se이 CIGS전구체에

유입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재결정 열처리시, Se이 CIGS

전구체에 유입되지 않는 일반 진공열처리나 또는 낮은 Se

가스 압력 하에서 열처리 경우에서는 발생되지 않는다.10,11)

Cu2 − xSe상의 피크는 전구체 박막내 Cu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2) 본 연구에서도 상기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열처리 시 박막내 In이 Se과 반응

하여 In2Se화합물을 생성하여 제거되고, CIGS박막 내에

서 상대적으로 함량이 증가된 Cu는 Se과 반응하여 Cu2− xSe

상을 생성하게 된다. 

한편, 열처리 시간 45분부터는 MoSe2상에 해당되는

(100)과 (110)면의 두 개의 피크(2θ = 31.44, 55.96o)도 나

타나는데, 이들은 MoSe2상의 c-axis가 Mo과 평형으로 성

장할 경우에 나타나는 피크이다.6) MoSe2상 피크는 열처

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피크의 강도가 현저히 증가하

고 있는데, 이 MoSe2상은 열처리 시 CIGS전구체에 흡

수된 Se이 Mo후면전극 층까지 확산 Mo과 반응함으로써

생성되는 것으로 Mo층과 CIGS층 사이에 소정의 두께로

존재한다. 이러한 MoSe2층은 Mo과 CIGS박막 사이의 준

저항 전기접촉(quasi-ohmic electrical contact)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층으로써, 이는 고효율의 CIGS태양전지를

위한 낮은 저항을 가지는 후면 전극형성에 중요하다. 이

때, MoSe2층의 두께와 결정학적인 방향은 CIGS박막과

Mo후면전극 사이의 접착력 및 전기적인 성질에 영향을

준다. MoSe2는 hcp 구조를 가지며, bcc구조의 Mo위에 형

성된 판상 Se-Mo-Se는 c-axis를 따라서 반데르발스 결합

을 하며, Se-Mo-Se판상 사이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

다.6) 특히 MoSe2와 Mo의 접착력 측면에서 MoSe2층의

c-axis가 Mo표면과 수직인 경우보다 평형으로 형성되는 경

Fig. 2. The XRD patterns of the CIGS thin films with annealing

time. (a) as-deposited, (b) 15min, (c) 30min, (d) 45min and (e)

60min.



464 신수정·김명한

우 접착력이 더 증가 한다.

Fig. 3(a-e)은 열처리 시간에 따른 CIGS박막의 수평 단

면 SEM조직사진이다. (a)는 증착상태에서의 CIGS전구체

로, 위에서 바라본 꽃양배추(cauliflower) 모양의 입자들이

보이고 있고, 입자와 입자사이는 많은 공간이 존재하고 있

다. (b)는 500oC에서 15분 동안 열처리를 한 결과로 증착

상태에서보다 입자들은 다소 커지고 있고, 입자와 입자사

이 빈 공간은 증착상태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열처리에

따른 입자간 확산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열

처리 시간이 30(c), 45(d) 및 60분(e)으로 증가할 때, 꽃양

배추 형상의 입자들의 크기는 증가하나, 여전히 입자와 입

자간의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또

한, 열처리 시간 30분에서부터 꽃양배추 형상의 입자위에

각면형상의 입자가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각면입자

의 양 및 크기는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였다. 상기 결과는 전해 증착한 CI(G)S전구체를 Ar가스

분위기 또는 약한 Se증기압 하에서 재결정 열처리를 한

이전의 연구 결과10,11)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이전의 연

구에서는 열처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꽃양배추 형상의

CIGS전구체 입자는 상호간 빠르게 확산하여 입자와 입

자 사이의 빈 공간을 남기지 않고 Mo후면 전극위에 균

일한 두께로 존재하였고, 각면입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전의 연구에서와 같이 확산에 의해 주도되는 CIGS전구

체의 재결정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Se증기압이 상대적

으로 높은 조건에서 열처리를 하여 CIGS전구체에 유입

된 다량의 Se이 입자들과 상호 반응하며 재결정이 진행

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타 연구자의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13) 열처리 시 Se증기압을

Fig. 3. Plan-view SEM micrographs of the annealed CIGS thin films at 500oC. (a) as-deposited, (b) 15min, (c) 30min, (d) 45min and

(e) 6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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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함으로써 입자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및 각면입자의

발생을 제어할 수 있다. 

Fig. 4는 열처리시간에 따른 CIGS박막의 수직 단면 조

직이다.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CIGS박막의 두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 정도는 전해증착 시에 비

해 두께가 약 50%정도 감소하는10,11) 진공열처리 또는 낮

은 Se증기압 하에서의 열처리에서 보다 훨씬 작았고, 열

처리시간 45분(d) 및 60분(e)에서 각면의 상의 출현을 관

찰할 수 있었다. 또한, 열처리시간이 45분 및 60분에서는

Mo후면 전극과 CIGS박막 사이에 전해증착 시에는 생성

되지 않았던 비교적 균일한 두께의 층이 나타났는데, 이

층은 Fig. 2의 XRD분석에서 MoSe2층임이 확인되었고, 이

MoSe2층의 두께는 열처리시간 45분 및 60분에서 각각 평

균 0.4 µm과 0.75 µm이었다. 

Fig. 5는 500oC에서 60분 동안 열처리를 한 SEM조직

으로, 꽃양배추 형상의 입자위에 보이는 각면상의 성분을

EDS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1부위는 각면상이 존재하지 않

는 입자로 각면상이 존재하는 2부위와 화학조성을 비교하

기 위해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1부위에서는 14.7at.%Cu,

28.9at.%In, 2.0at.%Ga 및 54.2at.%Se의 화학조성을 2부위

에서는 25.9at.%Cu, 10.2at.%In, 0.3at.%Ga 및 63.6at.%Se

화학조성의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2부위의 각면상은 1부

위에 비해 훨씬 큰 함량의 Se 및 Cu가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고, 이러한 각면상의 출현에는 열처리로에서

CIGS전구체에 유입된 다량의 Se증기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각면상은 CuSe2 또는 Cu2 − xSe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은 열처리에 따른 표면형상 및 조도를 조사하기

Fig. 4. Cross-sectional SEM micrographs of the annealed CIGS thin films at 500oC. (a) as-deposited, (b) 15min, (c) 30min, (d) 45min

and (e) 6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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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AFM이미지이다. 열처리시간 45분 및 60분에서는 표

면이 너무 조대하여 AFM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였는

데, 이러한 결과는 Fig.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

대한 꽃양배추 모양의 조직과 각면형상의 이차상의 출현

에 기인된다. 여기서, 전해증착 상태(a)에서의 표면조도(Ra)

는 126 nm이었고, 500oC에서 15분(b) 및 30분(c) 열처리

한 CIGS박막의 표면조도(Ra)는 각각 87 nm 및 150 nm

으로, 15분간 열처리 시는 표면조도가 증착상태에 비해

감소하나 열처리시간 30분에서는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해 증착된 CIGS박막을 Ar가스 분

위기 또는 낮은 Se증기압 하에서 열처리한 이전의 연구

결과10,11)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전의 연구에서

는 재결정 열처리온도 (또는 열처리 시간)의 증가에 따

라 비례하여 CIGS박막의 표면조도는 감소하며 평탄화 되

었고, 박막의 두께는 전해증착 상태에 비해 50%정도 감

소하였다. 이는 열처리에 따른 입자간 원소들의 확산이 활

발하게 일어난 결과이다. 그러나 Se증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건에서 열처리를 한 본 연구에서는 CIGS전구체의

입자간 확산과 아울러 CIGS전구체에 유입된 다량의 Se

과 입자와의 상호반응에 의한 결정성장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Ar가스 분위기 또는 낮은 Se증기압 하에서 열처리

한 이전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라 사료된다. 

4. 결  론

전해증착시 25.0at.%Cu + 20.2at.% In + 2.2at.% Ga + 52.0

at.% Se 조성의 CIGS전구체는 열처리온도 500oC에서, 열

처리시간이 0(증착상태), 15, 30, 45 및 60분으로 증가함

에 따라 Se함량은 52at.%로부터 62at.%로 증가하나 In함

량은 20.8at.%로부터 9.1at.%로 크게 감소한다. 또한, Mo

Fig. 6. AFM images of CIGS thin films with annealling time. (a) as deposited, (b) 15 min and (c) 30 min.

Fig. 5. The SEM micrograph for EDS analysis at the matrix (point 1) and faceted particle (point 2) in the annealed CIGS film (a) and EDS

spectr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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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전극 위에서 성글게 성장한 증착상태에서의 꽂양배추

형상의 CIGS입자는 열처리에 따른 입자간의 원소들의 확

산에 의해 두께가 감소하고, 평탄화 되는 대신에 주로 열

처리 시 유입된 Se과 반응하여 성장하여 입자와 입자사

이에는 증착상태부터 존재했던 많은 공극들이 그대로 존

재하고 있으며 입자표면에는 각면의 CuSe2 또는 Cu2 − xSe

상을 생성시켜 표면을 거칠게 하고 있다. 또한, CIGS박

막과 Mo후면전극 사이에는 접착력 및 전기적인 성질에

영향을 MoSe2층도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CIGS

전구체를 Ar 분위기 또는 낮은 Se가스 증기압 하에의 열

처리 할 때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큰

Se가스압 하에서의 열처리에 따른 과도한 양의 Se이 전

해증착 CIGS전구체에 유입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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