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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 열처리 온도에 따른 Cu2ZnSn(S,Se)4 박막의 합성 및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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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2ZnSn(Sx,Se1-x)4 (CZTSSe) thin films were prepared by sulfurization of evaporated precursor thin films. Precursor

was prepared using evaporation method at room temperature. The sulfurization was carried out in a graphite box with S powder

at different temperatures. The temperatures were varied in a four step process from 520 oC to 580 oC. The effects of the

sulfurization temperature on the micro-structural, morphological, and compositional properties of the CZTSSe thin films were

investigat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Raman spectra,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The XRD and Raman results showed that the sulfurized thin films had a single

kesterite crystal CZTSSe. From the FE-SEM and TEM results, the Mo(Sx,Se1-x)2 (MoSSe) interfacial layers of the sulfurized

CZTS thin films were observed and their thickness was seen to increase with increasing sulfurization temperature. The

microstructures of the CZTSSe thin films were strongly related to the sulfurization temperatures. The voids in the CZTSSe thin

films increased with the increasing sulfuriza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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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Cu(In,Ga)Se2 (CIGS)와 CdTe을 기반으로 하는

칼코즈나이드계 화합물을 이용한 박막형 태양전지가 높

은 안정성과 변환 효율을 바탕으로 양산화의 단계에 이

르러 있다.1,2) 특히, CIGS의 경우 칼코즈나이드계 화합물

태양전지 중 소면적에서 20.3 %의 가장 높은 변환 효율

을 나타내고 양산단계인 모듈의 크기에서 15 % 이상의

높은 변환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3) 이러한 높은 변환 효

율에도 불구하고, 최근 Si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전지 가

격의 하락과 CIGS 태양전지 속에 포함 된 In과 Ga 원

소의 고가성의 문제로 인하여 CIGS 기반 태양전지의 양

산화가 제한된다.4,5) 특히, In의 경우 전세계의 매장량의

40 % 이상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

용되는 거의 모든 In의 경우 재활용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In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Si 기판

의 태양전지와 발전단가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태양

전지의 개발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6) 

다양한 In이 없는 광흡수층들 중에 Cu2ZnSn(Sx,Se1-x)4

(CZTSSe)가 구성원소의 저가성, 직접 천이 밴드갭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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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5 eV), 가시광선 영역 내에 높은 광 흡수계수(105

cm−1), 그리고 CIGS와 결정학정 유사성 때문에 CIGS 기

반의 태양전지를 대체할 물질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7) CZTSSe 박막을 제조하는 방법은 CIGS 박막

을 제조하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evapo-

ration법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진공, 비 진공방법을 이용

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구체를 제조한 후 전구체 박막을

황화 및 셀렌화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얻는다. 진공법

기반의 최고 효율은 AQT solar에서 스퍼터 방법으로

Cu-(Sx,Se1-x), Zn-(Sx,Se1-x), Sn-(Sx,Se1-x) 타겟을 동시에

증착하여 짧은 시간 동안 열처리를 하여 제조된 CZTSSe

광흡수층을 이용하여 제조된 태양전지로 효율은 9.3 % 이

다.8) 반면 비 진공법 기반의 최고효율은 IBM 부설 연구

소에 나노 크기의 Cu-(Sx,Se1-x), Zn-(Sx,Se1-x), Sn-(Sx,Se1-x)

입자를 합성한 후 적당한 비중과 점도를 갖는 슬러리 형

태의 용액을 제조하고 spin coating법을 이용한 전구체

용액을 제조한 후 짧은 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제조된

CZTSSe 광흡수층을 이용하여 제조된 태양전지로 11.1 %

의 효율을 보고하였다.1) CZTSSe 기반의 태양전지는 CIGS

기반의 태양전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변환 효율

을 나타내는데, CIGS에 비하여, 물질 자체의 결함, 큰

series 저항, 높은 합성 온도, Mo와 CZTSSe 층 사이에

쉽게 생성되는 이상과 Mo(Sx,Se1-x)2 (MoSSe) 때문이다.

CZTSSe 기반 태양전지 중 낮은 변환 효율의 원인으로

Mo와 CZTSSe 층상이 생성되는 이상과 MoSSe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다.9) 최근, J.J. Scarg는

sputtering 방법으로 Cu-Zn-Sn 금속를 H2S 플라즈마 분

위기에서 증착하여 전구체를 제조하고, 그라파이트 박스

나 튜브 형태의 열처리로에서 열처리 하여 CZTS 박막

을 제조하고 CZTS 광흡수층을 이용하여 CZTS 기반 태

양전지를 제조하여 7.9 %의 변환 효율을 보고하였다.10)

또한, 열처리 과정에서 CZTS와 Mo 박막 사이에서 CZTS

가 이상으로 분리되고, MoS2층이 생성되는 것과 Cu가

Mo층으로 확산되어 가는 현상을 관찰 하였다.10)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태양전지를 제조하

였을 때 series 저항을 향상시키거나 double diode 효과

를 나타내어 태양전지의 변환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이다.11)

다른 한편, CIGS나 CZTS 기반의 태양전지에서 가장

높은 변환 효율을 나타내는 밴드갭 에너지는 1.15 eV ~

1.2 eV이다. 특정 밴드갭 에너지를 갖는 태양전지에서

CZTSSe의 광흡수층과 CdS층 사이의 conduction band

offset(CBO) 값의 향상과 S의 기반의 CZTSSe 광흡수층

의 높은 결합 밀도에 의한 표면 결합의 증가에 의한 전

류 손실이다.12) IBM 연구소의 R. Haight는 evaporation

법으로 제조된 전구체에 다양한 S/Se 비율로 광흡수층

을 제조하고 CBO를 측정하였다.13) S의 비율이 증가할

수록 CBO 값이 증가하였으며, 1.2 eV 일 때 가장 낮은

CBO 값을 나타내었다. CZTSSe 광흡수층의 밴드갭 에

너지는 S 대신 Se을 치환하여 밴드갭 에너지를 1.0 eV

~1.5 eV, 조절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보고된 논문

에 의하면, MoS2보다 MoSe2가 매우 쉽게 생성 될 뿐만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하면 매우 두꺼운 MoSe2

층이 생성되고, 이러한 특성은 double diode 효과를 일

으켜 태양전지의 변환 효율이 저하된다. 따라서, 저가 고

효율 CZTSSe 태양전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MoSSe 층

에 대한 제세한 분석과 생성 메커니즘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11)

본 논문은 co-evaporation 방법으로 Cu-Zn-Sn-Se가 증

착된 전구체를 황화 열처리과정을 진행하여 CZTSSe 박

막을 합성하였다. 다양한 황화 열처리 온도(520, 540,

560, 580도)에 따른 CZTSSe 박막의 특성과 MoSSe 층

의 생성 및 특성에 대하여 논하겠다.

2. 실험 방법

1 µm 두께를 갖는 Mo 박막은 soda line glass 기판 위

에 Mo 금속 타겟을 DC sputtering법으로 제조하였다.

Cu-Zn-Sn-Se 전구체 박막은 Mo 박막 위에 co-evapo-

ration법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증착하였다. 불순물의 제

거를 위하여 초기 진공을 1 × 10−6 Torr 유지한 후 전구

체 증착을 시작하였다. 각각의 원소들은 Cu, Zn, Se는

99.999 %를 Sn은 99.99 % 입자를 사용하였고, SnS의 높

은 휘발성에 의한 Sn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판 온

도을 110도로 고정하여 1시간 동안 전구체를 증착하였

다. 각 원소의 증발 온도는 각각 Cu 1300도, Zn 300도,

Sn 1400도, Se 230도 이다. 황화 열처리 공정은 rapid

thermal annealing 장비에 면적이 25 cm2 인 그라파이트 박

스에 S(particle size -100 mesh, SigmaAldrich, America)

분말을 0.04 g을 넣고, 520, 540, 560, 580도의 다양한

온도에서 20분간 진행하였다. S 증기를 제거하기 위하

여, 자연상태에서 30분간 냉각시켰다. 그라파이트 박스 외

부의 분위기는 열처리 과정에서 전구체가 산화되는 것

을 막기 위하여 Ar로 채웠으며, 압력은 대기와 같은 760

mTorr을 유지시켰다.

황화 열처리된 박막의 결정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X-

선 회절기(X-ray diffractmeter: X' pert PRO, Philips,

Eindhoven, Netherlands: Jobin-Yvon T64000), Raman

spectroscopy, 투과 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

scopy: FEI COMPANY, Tecnai G2 F30 S-TWIN)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EM 관찰을 하기 위하여, TEM 샘

플을 FIB(Fouced Ion beam: FEI COMPANY, Qu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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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200)을 이용하여 x = 14 um y = 130 nm z = 7 um 크

기의 TEM 시편을 Fouced Ion Beam 15nA~50PA 의

Current 로 제작하였다. 박막 내에 이상 여부를 관찰 하

기 위하여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AX

COMPANY, Si(Li) Detector)장비를 이용하여 Line pro-

files방법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EDS Line Profiles 측

정 조건은 TEM 의 STEM mode 로 High tension 300

kV Extraction voltage 4350 V Profile size: 200 Dwell

Time(ms): 8000 Number of acquisition in slice: 20

Reference Image size(X and Y): 256 Reference Image

dwell time(us): 24 number of slice per reference: 1000

에서 2.7 um depth를 EDS 분석을 시행하였다. TEM

Image 의 경우 aperture 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각 샘플

별 측정 조건은 High tension 300 kV Extraction voltage

3800 V Beam size:1.5 nm Spot size: 9 이고 각각 3900,

12000 배율로 관찰하였다. 박막의 결정 확인 및 이상여

부를 관찰 하기 위하여, 520 nm의 Ar 이온 레이저를 이

용하여 Raman 분석을 실시 하였다. 박막의 두께와 미세

구조 및 표면의 특성은 전계 방출형 현미경(Field Emis-

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Model,

JSM-6701F)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evaporation법으로 제조된 전구체 박막을 520,

540, 560, 580도 황화 열처리 온도에서 열처리한 박막

의 X-ray 회절 패턴이다. X-ray 회절 패턴에서 황화 열

처리가 된 모든 샘플에서 28.38o, 47.24o, 56.09o 위치한

3개의 강한 회절 피크가 관찰되었는데, kesterite CZTSSe

결정구조의 (112), (220), (312) 방향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외의 다수의 약한 크기의 회절 피크가 관찰되었는데,

모두 kesterite CZTSSe 결정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황

화 열처리 온도가 올라갈수록 (112) 방향의 회절 피크의

세기가 향상하였고, 이러한 특성은 황화 온도가 향상 할

수록 열처리된 박막의 결정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112) 방향 회절 피크의 위치가 CZTSe와 CZTS의 사이

값을 갖는 것은 황화 열처리 과정에서 Se의 원자가 거

의 대부분 S로 치환 된 것에 기인한다.12) 이러한 특성

은 S와 Se의 원자 반경의 차이로 설명 할 수 있다. S

의 원자 반경은 Se의 원자 반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

은데, 이것은 Bragg 회절 법칙에 의해서 열처리 된 박

막의 피크는 회절 각도가 큰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

라서, 황화 열처리된 박막은 순수하게 Se만 포함된 박

막에 비하여 상대적은 큰 각도에 위치한 회절 피크가 관

찰된다. 산화물 및 금속에 대한 회절 피크는 모든 박막

에서 관찰 되지 않았으며, CZTSSe 상 외의 이상에 대

한 XRD 피크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

Fig. 2는 evaporation법으로 제조된 전구체 박막을 520,

540, 560, 580도 황화 열처리 온도에서 열처리한 박막

의 Raman 피크이다. 황화 열처리된 박막의 Raman 분

석 결과, 단일상의 A1 mode CZTSe나 CZTS 피크가 관

찰되지 않고, 두 Raman 피크의 사이 값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에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 Bi-model

이라는 현상으로 설명되는데, 특히 S, Se, 그리고 Te와

같은 칼코지나이드계 화합물에서 주로 나타난다.14) Bi-

model은 Raman의 Al mode 피크가 S/Se의 비율에 따라

서 S기반이나 Se 기반 화합물의 중간값으로 나타나는 현

상이다. Bi-model은 XRD 분석 결과와 같이 Se가 포함

된 전구체가 황화 열처리 과정에서 S로 거의 다 치환한

것에 기인한다. Cu-(Sx,Se1-x), Zn-(Sx,Se1-x), Sn-(Sx,Se1-x),

Cu2Sn(Sx,Se1-x)3 와 같은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15-17) 황

Fig. 1. Semi-logarithmic plots of X-ray diffraction pattern spectra

(XRD) for completes CZTSSe thin film on Mo-coates glass substrates. Fig. 2. Comparison of Raman Peaks in the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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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face field emission environment scanning electron microscopy(FE-ESEM) Images of a completes CZTS thin film a) 520 oC, b)

540
o

C, c) 560
o

C, d) 580
o

C. 

Fig. 4. Cross-section field emission environment scanning electron microscopy(FE-ESEM) Images of a completes CZTS thin film a) 520
o

C,

b) 540 oC, c) 560 oC, d) 58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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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열처리 온도가 올라갈수록 A1 mode의 CZTSSe 피

크의 세기가 향상되었고, 이러한 특성은 황화 열처리 온

도가 올라갈수록 향상된 결정성에 기인한다. 

Fig. 3과 4는 evaporation법으로 제조된 전구체 박막을

다양한 열처리 온도에서 열처리한 박막의 FE-SEM 이미

지이다. (a) 520 oC, (b) 540 oC, (c) 560 oC, and (d) 580
oC. 표면 FE-SEM 이미지에서, 황화 열처리 온도가 540
oC까지는 1 µm 이상의 크기를 갖는 입자와 200~300 nm

의 크기를 갖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반면, 황화 열처리 온도가 560 oC인 박막은 1 µm

이상 크기 입자와 100 nm의 void가 관찰되었다. 단면

FE-SEM 이미지에서, 황화 열처리 온도가 580 oC까지는

박막의 위쪽에 큰 입자와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작은 입

자로 이로워진 매우 치밀한 미세구조가 관찰하였다. 황

화 열처리 온도가 580 oC인 박막은 상대적의 입자가 균

일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박막 중간에 1 µm의 void가 관

찰되었다. 황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MoSSe으로 추

정되는 박막의 두께가 향상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

Mo와 CZTSSe층의 중간에 생성된 층의 정확한 두께와

화학조성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TEM 분석을 실시

하였다. 

Fig. 5는 evaporation법으로 제조된 전구체 박막을 다

양한 열처리 온도에서 열처리한 박막의 TEM이미지이

다. 황화 열처리 온도가 520 oC인 샘플은 수평으로 3개

의 입자가 적층되어 있는 형태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

다. Void는 CZTSSe 박막 내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결

함(defect)이나 적층결함(stacking fault)과 같은 결함이 다

수 존재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 황화 열처리 온도가 540
oC인 박막은 위쪽은 500 nm 이상의 크기를 갖는 입자

와 아래쪽에는 100 nm 정도 크기의 입자로 이로워진 매

우 치밀한 미세구조를 관찰 할 수 있었다. 황화 열처리

온도가 560 oC인 샘플은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입자와

540 oC 온도에서 열처리한 샘플과 비슷한 미세구조를 보

였지만, 상대적으로 void의 수가 증가하였다. 황화 열처

리 온도가 580 oC인 샘플은 가장 큰 크기의 입자로 구성

된 미세구조를 보였으며, 매우 큰 void가 관찰되었다. 이

렇게 황화 온도가 증가할수록 CZTSSe의 박막에 void가

증가하는 이유는 황화 열처리 과정에서 Zn 와 Sn 원소

가 매우 쉽게 증발하는 것에 기인하고 비슷한 결과가 보

고되고 있다.18) 한편, MoSSe층의 두께는 황화 열처리 온

도가 560 oC까지는 조금 향상되었지만, 580 oC 샘플은

500 nm 정도의 매우 두꺼운 박막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두꺼운 MoSSe 박막은 태양전지를 제조하였을 때 double

diode 효과에 의한 효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된다.

Fig. 6는 evaporation법으로 제조된 전구체 박막을 다

양한 열처리 온도에서 열처리한 박막의 TEM-EDS line

profile이다. 황화 열처리 온도가 520 oC인 샘플은 TEM

이미지에서 3개의 다른 입자가 적층 되어 있는 형태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는데, 각 입자별 화학조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단의 입자의 경우 CZTSSe, 중간의 입자는

ZnS 아래쪽 입자는 ZnS와 CuSe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XRD와 Raman 분석 결과와 반대되는데, XRD의

경우는 CZTS 기반의 화합물과 이상이 비슷한 주 회절

피크의 각도를 갖고 있는 것과, Raman의 경우 박막의 표

면 100 nm만 분석이 가능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520
oC 샘플은 순수한 CZTSSe 상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

다. 540 oC 샘플은 모든 영역에서 모두 고른 원소 분포

를 보였으며, CZTSSe 박막의 아래쪽에 ZnS으로 예상되

Fig. 5. Bright fiel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Images of CZTS thin film a) 520
o

C, b) 540
o

C, c) 560
o

C, d) 58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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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EM 이미

지(Fig. 5(b))에서 보면 아래쪽의 작은 입자는 ZnS인것

으로 판단된다. 560 oC 샘플은 상단의 크기가 큰 입자

는 모든 원소가 고르게 분포된 반면에, 아래쪽 입자는

Cu 기반의 상이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80 oC

샘플은 역시 560 oC 샘플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지

만, 박막의 하단에 Cu2SnS3나 SnS2와 같은 이상이 존재

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MoSSe 박막은 TEM 이미

지에서 2층으로 나누워져 있었는데, 위층은 MoSSe고 아

래층은 MoS2 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모든 박막에서 S

가 황화 열처리 과정에서 박막에 매우 균일하게 들어가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결  론

고품질의 CZTSSe 박막을 evaporation법으로 제조된

Cu-Zn-Sn-Se가 포함된 전구체 박막을 황화 열처리 과정

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XRD, Raman, FE-SEM, TEM

분석 한 결과에 의하면, 황화 열처리 온도가 올라갈수

록 CZTSSe 박막의 결정성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void의 수와 MoSSe 박막의 두께 역시 증가하였다. 낮

은 열처리 온도에서(520도) S의 원소가 모든 영역에 고

르게 분포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박막의 아래쪽의

수많은 이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이상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감소하였다. 적당한 황화

열처리 공정을 조절하면(즉, 540~560도), 고효율을 갖는

CZTSSe 광흡수층을 H2S 가스의 위험성 없이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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