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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dS thin film used as a window layer in the CdTe thin film solar cell transports photo-generated electrons to

the front contact and forms a p-n junction with the CdTe layer. This is why the electrical, optical, and surface properties of

the CdS thin film influence the efficiency of the CdTe thin film solar cell. When CdTe thin film solar cells are fabricated, a

heat treatment is done to improve the qualities of the CdS thin films. Of the many types of heat treatments, the CdCl2 heat

treatment is most widely used because the grain size in CdS thin films increases and interdiffusion between the CdS and the

CdTe layer is prevented by the heat treatment.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electrical, optical, and surface properties and

the crystallinity of the CdS thin films due to heat treatment, CdS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FTO/glass substrates by the rf

magnetron sputtering technique, and then a CdCl2 heat treatment was carried out. After the CdCl2 heat treatment, the cluster-

shaped grains in the CdS thin film increased in size and their boundaries became faint. XRD results show that the crystallinity

improved and the crystalline size increased from 15 to 42 nm. The resistivity of the CdS single layer decreased from 3.87 to

0.26 Ωcm, and the transmittance in the visible region increased from 64% to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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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I-VI족 화합물 반도체인 CdTe 는 에너지 밴드 갭이

1.45 eV 로서 태양광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최적 이론 치에 해당하는 금지 대 폭을 가지고 있으

며,1) 직접 천이 형으로 광 흡수계수가 3 × 104 cm−1 로 매

우 커,2) 얇은 두께에서도 태양광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

수하여 박막형태로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 공

정이 단순하고 매우 안정적인 특성을 나타내어 저가격 태

양전지 제작을 위한 가장 유망한 물질 중 하나이다. 일

반적인 CdTe 박막 태양전지는 CdS 박막과의 이종접합을

형성하고 전면 투명전극과 배면 전극으로 구성된다. 특

히 n형 물질로 주로 사용되는 CdS 박막은 입사된 빛을

CdTe 박막으로 투과시키고, p-n 접합에서 생성된 전자

를 전면전극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고효율 CdTe

박막 태양전지 제작을 위해서는 CdS 박막의 증착방법과

증착조건을 최적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높은 변

환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벌크(bulk) 재결합 및 계면 상

태 밀도를 줄이고, 박막의 높은 비저항을 감소시켜야 하

므로 제조된 CdTe 박막의 결정립(grain) 크기를 1 µm 이

상으로 증가시키고 박막내의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CdCl2를 첨가하여 열처리 하는 공정이 필요하다.3)

CdS 박막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진공 화학기상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4) 열분해법(spray pyrolysis),5)

용액성장법(Chemical Bath Deposition),6) 진공 증착법

(vacuum evaporation),7) 스퍼터링법(sputtering deposition)8,9)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액성장법은 화학

양론적 조성을 갖는 박막 제조가 가능하고, 저온 증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편 제작에 많은 시간이 걸

리는 단점을 지닌다.10) 이에 비해, 스퍼터링 법은 박막 제

조가 간단하여 다량의 시편 제작이 가능하고, 대면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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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11) 또한 다른 증착법들에

비해 박막의 두께를 얇게 하였을 경우에도 박막이 균일

하게 증착 된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CdS 박막을 얇게 하

여 단파장 영역의 빛의 투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6) 열처

리를 하지 않은 CdS 박막은 결정립의 크기가 작아 CdTe

박막 증착시, 작은 결정립을 가지는 CdTe 박막이 증착되

며, 상호 확산(interdiffusion)의 영향으로 500 nm 근처의

파장 영역에서 CdS 박막의 광 투과도를 저하시키는 단

점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열처리를 통한 CdS 박막의

전기·광학·구조적 특성특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CdCl2

열처리는 CdTe 박막 태양전지 제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열

처리 법이며, CdS 박막의 결정립 크기를 증가시키고, CdS

박막과 CdTe 박막 계면사이의 격자 부정합(lattice mismatch)

를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진다고 보고된다.1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불소 함유 산화주석 투명전도산화막(FTO)/유리

기판 위에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제조된 CdS 박

막의 전기, 광학 및 구조 특성을 분석하고, CdCl2 열처

리를 통한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CdS 박막은 rf 마그네트론 스퍼

터링법으로 증착 하였다. 스퍼터 타겟으로는 순도 4N 의

4인치 CdS 타겟(LTS.chem.A.USA)을 사용하였으며 기판

으로 코닝 유리(eagle XG)를 사용하였다. 증착 전, 기판

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아세톤과 에탄올을 이용하여 각

20 분 동안 초음파세척기로 세척하였으며, 질소 가스로 건

조 후, 30 분 간 자외선 세정을 하여 유리 기판을 준비

하였다. CdS 박막은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FTO

가 1 µm 두께로 증착된 코닝 유리 기판 위에 증착하였

다. 이때 스퍼터로 증착한 FTO 투명전도막의 면저항은 약

10 Ω/□ 였다. CdS 박막을 증착하기 위해 타겟과 기판과

의 거리는 12 cm로 유지하고, 균일한 증착을 위하여 기

판을 회전시키며 증착 하였다. 스퍼터링 가스로는 순수 아

르곤 가스(5N)를 사용하였다. 스퍼터 챔버 내의 초기 진

공도는 1.5 × 10−6 torr 이하로 유지하였고, 미세유량조절기

(mass flow controller)를 이용해 아르곤 가스 25 sccm을

주입하여 공정 압력을 2 × 10−3 torr로 유지하며 증착하였

다. CdS 박막 증착 전, 플라즈마 상태에서 5분간 사전

스퍼터링(pre-sputtering)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박막 증착

시에는 기판 온도를 상온으로 유지하고, rf 파워 세기는

90 W로 고정하여 두께 400 nm의 CdS 박막을 FTO/유리

기판에 증착 하였다.

CdS 박막의 구조 특성 향상을 위한 CdCl2 열처리는 다

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CdCl2 분말을 메탄올에 용해시켜

CdCl2 포화 용액을 준비하고, 기판을 CdCl2 포화 용액에

넣어 적신 뒤, CdS 박막이 증착된 면을 제외한 기판 옆

면과 뒷면의 용액은 고 흡수 펄프소재로 제작된 종이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CdS 박막 위의 CdCl2 용액이 건조

되면 튜브형 전기로에 넣고 상온에서 30 분간 질소 가스

를 주입하여 질소 분위기를 만든 후, 400oC에서 20 분간

열처리 하였다. 열처리 된 CdS 박막은 −2.2oC/min으로 서

냉한 후에 열처리 되지 않은 잔여 CdCl2 얼룩을 흐르는

초청정수(deionized water: DI)로 제거한 뒤, 질소 가스로

건조하였다.

CdCl2 열처리 전, 후의 CdS 박막의 전기적 특성은 Hall

계수 측정장치와 4-point probe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0.55 T의 자기장을 시편에 인가하여 Van der pauw

방법으로 박막의 전하 운반자 농도, 홀 이동도, 비저항을

측정하였다. 광학 특성은 UV-visible spectrophotometer

(Perkin Elmer, Lamda35)를 이용하여 400~1100 nm 파

장에서의 투과도 및 반사도를 측정하고 흡수계수와 광학

밴드 갭을 계산하였다. 박막의 결정성과 우선 배향성 정

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X 선 회절분석기(RigakuModelD/

MAX-2500V/PC with CuKa radiation)를 이용하여 2θ

가 20~80o인 범위에서 측정하고 Sherrer’s 공식을 이용하

여 결정립 크기를 계산하였다. 표면 형상은 주사 전자 현

미경(Hitachi S-4300)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FTO/유리에 증착한 CdS 박막의 CdCl2 열처리

전, 후 표면 사진이다. FTO/유리에 증착된 CdS 박막은

FTO 박막의 표면 형상을 따라 증착된 것으로 보이며, 약

10~20 nm 크기의 작은 결정립들이 뭉쳐진 형태가 관찰되

었다. 일반적으로 용액 성장법으로 증착한 CdS 박막은

cluster 형태로 증착된다고 보고되는데, 본 연구에서 스퍼

터링법으로 증착한 CdS 박막 에서도 약 500 nm 크기의

클러스터(cluster) 구조로 증착된 것으로 보인다.13) FTO/유

리 기판에 증착된 CdS 박막은 열처리 후에 클러스터의

경계가 완만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열처리 후 클러

스터 경계의 작은 결정립의 성장으로 인한 것이다.

Fig. 2는 FTO/유리 기판에 증착한 CdS 박막의 CdCl2

열처리 전, 후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2θ가 27o인

곳에서 FTO 기판의 (110) 피크와 CdS 박막의 입방정계

(cubic) (111), 조밀육방격자(hexagonal closed-packed; HCP)

(002)의 피크가 나타날 수 있으며, 2θ가 52o인 곳에서도

FTO 기판의 (211) 피크와 CdS 박막의 입방정계 (311),

조밀육방격자 (112) 의 피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두 피

크에서는 입방정계와 육방정계 구조 모두 가능하나, CdCl2

열처리 후에 2θ가 약 28o에서 HCP(101) 피크가 나타나

며, 48o에서 HCP(103) 피크가 나타나므로 FTO 기판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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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CdS 박막은 육방정계(hexagonal) 구조로 우세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CdS 박막은 고온의 열

처리 후에 육방정계 구조로 보고된다.14,15) 조밀육방격자

(101), (102), (103) 피크의 세기가 열처리 전보다 열처리

후 더 크게 나타나 CdCl2 열처리가 CdS 박막의 결정성

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CdCl2열처리 후, 2θ가 55o

에서 CdO의 입방정계 (200) 피크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CdCl2 열처리 시 산소가 유입되었거나, 질소를 주입 시

간이 질소 분위기로 바꾸기에 부족하여 튜브 내 잔류 산

소가 열처리 동안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은 조밀육방격자(103) 피크의 위치와 반치폭 값

(FWHM) 그리고 Scherrer의 식으로 계산한 결정립 크기

를 나타낸 것이다.16)

Scherrer's formula (1)

위 식에서 t는 결정립의 크기, Κ는 Scherrer 상수, λ는

X-선 파장, B는 반치폭 값, θ는 Bragg 각도이다. XRD 패

턴에서 2θ가 27o인 조밀육방격자(002) 피크가 가장 큰 세

기를 나타내나 FTO 기판의 (110) 피크의 영향이 있을 것

으로 사료되어 FTO 기판의 영향이 없는 2θ가 약 48.5o인

조밀육방격자(103) 피크로 결정립 크기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CdS 박막은 CdCl2 열처리 후에 반치폭 값이 감소

하였고, 결정립의 크기는 15 nm 에서 42 nm로 증가하였

다. 이는 열처리 후, CdS 박막의 결정성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Fig. 3은 CdS 단일 박막의 전기적 특성 분석을 위해 유

리 기판에 증착한 CdS 박막의 CdCl2 열처리 전과 후의

비저항, 전자 농도 및 Hall 이동도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

다. CdS 박막의 Hall 이동도는 13.6 cm2/V·s에서 열처리

후에 26.8 cm2/V·s 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자 농도 또한

1.2 × 1017 cm−3 에서 9 × 1017 cm−3 로 증가하여 열처리 전,

후 CdS 박막의 비저항이 3.87Ω·cm 에서 0.26 Ω·cm로

감소하였다. 이는 400oC의 높은 열처리 온도에 의해 CdS

박막의 결정성이 향상되어 결정립계 산란(grain boundary

scattering)이 감소하므로 Hall 이동도가 증가하고, CdCl2의

Cl 원소가 CdS 박막의 S 원소를 치환하여 n 형 도핑 효

t
K λ⋅

B θcos⋅
--------------------=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CdS thin film before and after

CdCl2 heat treatment deposited on FTO/glass substrate.

Fig. 1. SEM picture of (a) as deposited CdS thin film on FTO/glass substrate and (b) after CdCl2 heat treatmen CdS thin film on FTO/

glass substrate.

Table 1. Peak position, FWHM and Crystalline size of HCP(002) CdS thin film.

Position of HCP 

(103)(deg.)

FWHM of

HCP (002)

Crystalline Size of HCP(002) (nm)

(by Scherrer's formula)

CdS/FTO/glass - as dep. 48.65 0.78 15

CdS/FTO/glass - CdCl2 48.42 0.3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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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져오므로 전자 농도가 증가한다.17,18) 이러한 전기

특성 향상은 CdTe 박막 태양전지 제작 시, 직렬 저항을

낮춰 태양전지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Fig. 4는 FTO/유리 기판에 증착 한 CdS 박막의 CdCl2

열처리 전과 후의 투과도, 반사도 및 광학 밴드 갭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Fig. 4(a)에서 CdCl2 열처리 후에 500

nm 근처의 단파장 영역에서 CdS 박막의 투과도 향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은 CdS 의 밴드 갭에 해당하

는 파장이다. 500 nm에서 800 nm의 가시광 영역에서 FTO/

유리의 투과도를 고려한 CdS 박막의 평균 투과도는 CdCl2

열처리 전 64%에서 열처리 후 73%로 증가한다. 이러한

단파장영역의 투과도 향상은 CdCl2 열처리로 인하여, CdS

박막 내의 결함(defect) 밀도가 감소하고 화학양론적 조성

을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19) Fig. 4(b)의 FTO 유리 기판

에 증착한 CdS 박막의 반사도 스펙트럼의 평균 반사도는

10%로 전 영역에서 낮은 반사도를 가진다. 이는 CdS 박

막이 표면 거칠기가 큰 FTO 박막의 표면형상을 따라 증

착되어 빛이 기판에 입사할 때 CdS 박막의 표면 요철의

영향으로 빛의 산란 효과가 일어나 작은 반사도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20) Fig. 4(c)의 광학 밴드 갭은 흡수 계

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흡수 계수 α는 투과 및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선단면 반사손실을 보정하는 관계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

위 식에서 d는 박막 두께이고, R과 T는 각 반사도, 투

과도 이다. 위 식으로 계산된 흡수 계수와 Tauc plot 방

법을 이용하여 광학 밴드 갭을 계산하였다.21)

FTO/유리 기판에 증착한 CdS 박막의 광학 밴드 갭은

CdCl2 열처리 전 2.29 eV 에서 열처리 후에 2.43 eV로 증

가하였으며, 그 값이 상온에서의 단결정 CdS 밴드갭인

2.42 eV와 거의 일치한다.6) 이런 광학 밴드 갭의 증가는

CdCl2 열처리로 인한 단파장영역의 투과도 향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CdS 박막 밴드갭(2.42 eV)보다 높은 약

2.6 eV 의 밴드갭을 갖는다고 보고되는22) CdO 가 CdS

박막의 표면에 생성되어 밴드갭 향상의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사료된다.11)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dTe 태양전지의 창 층으로 사용되는

α
1

d
---⎝ ⎠
⎛ ⎞ 1 R–( )

T
-----------------ln=

Fig. 3. Before and after CdCl2 heat treatment, resistivity, hall

mobility and carrier concentration of the CdS thin film deposited on

corning glass.

Fig. 4. Before and after CdCl2 heat treatment, transmittance,

reflectance and optical band gap of CdS thin film deposited on FTO/

glass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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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 박막을 FTO/유리 기판에 스퍼터링법으로 증착한 후

CdCl2 열처리 함으로써, 실제 CdTe 태양전지에서의 CdS

박막 표면 형상과 결정 구조, 전기 및 광학 특성을 확인

하였다. FTO/유리 기판에 증착한 CdS 박막은 FTO 박막

의 표면 요철을 따라 작은 결정립이 뭉쳐진 클러스터 형

태로 증착되었다. FTO/유리 기판에 증착한 CdS 박막의

XRD 패턴에서는 조밀육방격자 상의 CdS 피크가 나타나

며 기판인 FTO 피크 및 CdO 피크도 나타난다. 조밀육방

격자상의 피크가 열처리 후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CdCl2 열처리가 CdS 박막의 결정성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CdCl2 열처리 후, CdS 박막의 전기 특성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결정성 향상으로 인한 CdS 박막의 홀

이동도 향상과 CdCl2의 Cl 원소의 n 형 도핑에 의한 전

자 농도 증가 영향으로 보인다. FTO/유리 기판에 증착한

CdS 박막은 CdCl2 열처리 후에 CdS 박막 내의 결함 밀

도가 감소하고 화학양론적인 조성을 가지게 되며, CdS 박

막의 밴드 갭보다 큰 밴드 갭을 가지는 CdO 가 열처리

시 CdS 박막 표면에 생성되어 광학적 특성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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