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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alize high-performance thin film solar cells, we prepared CIGS by the co-evaporation technique on both soda-

lime and Corning glass substrates. The structural and efficient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by varying the thickness of the

Mo:Na layer, where the total thickness of the back contact was fixed at 1 µm. As a result, when the Mo:Na thickness was

300 nm on soda-lime glass, the measured Na content was 0.28 %, the surface morphology was a plate-like compact structure,

and the crystallinity by XRD showed a strong peak of (112) preferential orientation together with relatively intense (220) and

(204) peaks as the secondary phases influenced crystal formation. In addition, the substrates on soda-lime glass effected the

lowest surface roughness of 2.76 nm and the highest carrier density and short circuit current.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Mo:Na layer, a solar conversion efficiency of 11.34 % was achieved. When using the Corning glass, a rather low conversion

efficiency of 9.59 % was obtain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concentration of sodium and in order to develop a high-

efficiency solar cells, a very small amount of sodium was added to the soda lime glass substrate.

Key words Na, sodalime, corning, photovoltaics.

1. 서  론

Cu(In,Ga)Se2(CIGS)박막은 직접천이형 반도체로서 광흡

수계수가 1 × 105 cm−1로 가장 높으며, 여기에 Al, S등을

첨가하면 광학적 밴드갭을 1 eV~2.7 eV로 폭넓은 범위로

조절이 가능하다.1) 또한 열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전지가 장시간 빛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도 효율감소를 거

의 보이지 않으며, 내습성도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이렇듯 태양전지의 광흡수층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지

고 있는 CIGS 박막은 CdS 및 ZnO와의 이종접합(hetero

junction)형태로써 태양전지 제조가 가능하며, 현재 국내

외에서 Glass/Mo/CIGS/CdS/ZnO구조의 CuInGaSe2 박막

형 태양전지는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대체물질로 집중적

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2,3)

화합물 반도체 박막형 태양전지의 후면 전극으로 사용

되는 Mo박막은 전기적 저항이 낮고, 열적 화학적으로 안

정하며,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여러 종류 소자의 전

극으로 사용되어 왔다. Mo은 기판과의 접착력 및 열적

화학성이 우수해야 하며 높은 전기전도도를 필요로 한

다. Mo박막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Na이 함

유된 소다라임유리를 기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4) Na

의 영향으로 광흡수층인 CIGS 박막 성장시 결정립 크

기를 증가시키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며 캐리어 농도 증

가로 인해 개방전압도 향상된다고 알려져있다.5,6) 또한 Na

이 chalcopyrite 박막의 특성을 향상시킨다는 보고는 소

다라임 유리 기판을 이용한 태양전지가 유리 기판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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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태양전지보다 상당히 높은 효율을 보이면서 발견

되었다. 일반적으로 Mo가 코팅된 SLG에서 Na은 Na2O

형태로 형성되어 CIGS 흡수층으로 확산된다.4) 확산된

Na2O는 CIGS의 grain boundary를 따라 이동하게 되고

activity가 높은 Se과 상호 작용하여 반응한다. 이때 Na2Sex

(x = 1~6, ≠5)를 형성한다. Se 분압이 낮으면 주로 Na2Se

가 형성된다. Na2Se은 매우 안정한 화합물로 Se의 방출

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CIGS 흡수층 성장보

다는 Na2Se 성장이 일어나기 위한 Se의 일부가 소모된

다.7) 또한 몇몇 연구에 따르면 Na이 CIGS 흡수층의 전

기저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Na이 정공을

형성하는 불순물로서 Na이 CIGS광흡수층에 흡수가 되

면서 정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8) Na을 도핑하는 방식은

소다라임 유리를 이용하여 직접 공급하는 방식, 소다라임

유리위에 알칼리확산제어층(SiOx)과 같이 제어층을 올려

Na의 확산을 조절하는 방식, 소다라임 유리위에 NaF와

같은 화합물을 이용해 도핑하는 방식등 여러 가지 방식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퍼터링법에 의한 방식으로 소다라임

유리 및 코닝유리 기판으로부터 공급되는 Na에 추가적

으로 Na이 1 wt.% 도핑된 Mo과 순수 Mo 타겟을 이용

하여 bilayer 형태로 1 µm 두께를 증착시킨 후, 이 위에

동시진공증발법으로 이용하여 CIGS 박막태양전지를 제작

하여 Na이 도핑된 Mo층의 두께와 순수 Mo층 두께의 변

화에 따라 기판별 효율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

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화학적조성, 조직, 표면

형상, 조도 및 결정구조, 효율을 조사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기판크기는 25 × 25 × 0.4 mm를 사용하였고, Mo의 이

중층(bilayer)을 증착하기 전 기판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

하여 초음파 세척을 한 후 건조하였다. 이중층은 1 wt.%

Na 도핑된 Mo 타겟과 99.99 %의 고순도 Mo 타겟을 사

용하였으며 조건별 Mo:Na층을 먼저 증착시킨후 Mo층 증

착하여 이중층 구조로 형성하였다. 진공챔버내의 초기진

공은 5.0 × 10−6 Torr이하 였고, Ar 분압은 3.0 × 10−3 Torr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타겟과 기판 사이의 거리는 5 cm

의 간격을 두었다. 박막을 균일하게 증착시키기 위해 스

퍼터링시 기판을 10 rpm으로 회전 하였다. CIGS막은 동

시진공증발법을 이용하여 3단계 동시 증착법으로 약 2

µm 정도를 증착하였으며, 조성비는 Cu0.9In0.7Ga0.3Se2가

되도록 조건을 최적화 하였으며, 평균 Cu 22~23 %, In

15~17 %, Ga 7~10 %, Se 49~51 %의 조성비를 갖는다.

버퍼층은 CBD(chemical bath deposition) 법으로 CdS를

약 80 nm 두께로 증착하였다. 그리고 윈도우층으로 i-

ZnO와 GZO(GaZnO) 박막을 RF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

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50 nm와 500 nm를 증착하였으며,

전극으로는 쉐도우 마스크 패턴을 이용하여 Al 박막을

E-beam evaporation 방법으로 2 µm 증착하여 완성하였

다. CIGS 박막의 국부적 나트륨의 농도를 확인하기 위

해 XRF(Rigaku사의 ZSX400)를 이용해 각각의 시료를

10포인트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표면형상 및 단

면형상은 FE_SEM(Carl Zeiss사의 supra6)을 이용하여

두께 및 구조적 형상을 관찰하였으며, 표면조도 형상 및

조도 측정에는 AFM(Veeco사의 Dimension V)가 사용되

었고, 결정구조 분석은 XRD(Rigaku사의 SmartLab)을 이

용하였다. 효율측정은 Solar cell I-V measurement system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효율측정의 광원은 Xenon

Lamp 150 W를 사용하여 100 mW/cm2 강도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판 및 Mo:Na 박막의 두께에 따른 CIGS 박

막의 미세조직변화

Fig. 1은 소다라임 유리와 코닝 유리 기판 및 각각의

기판위 Mo:Na박막의 두께 변화를 0~500 nm 로 변화를

주어 최종 1 µm의 후면전극을 제조한 후 CIGS 박막을

형성한 후 표면을 SEM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소다

라임유리 기판의 경우 (a)에서는 CIGS 박막 표면은 작

은 입자형상으로 촘촘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Mo:Na 박

막의 두께와 Na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치밀하면서 판

상형태인 막이 성장하였다. Mo:Na 박막의 두께가 400~

500 nm 면서 Na 농도가 0.37~0.52 %인 경우는 CIGS 박

막 표면에 일부 틈새가 형성되어 있다. Fig. 2의 소다라

임유리 기판 단면이미지를 보면 대부분의 CIGS층은 약

2 µm로 성장하였으며, (a~c)까지는 CIGS 박막, Mo 및

Mo:Na층은 크랙이나 박리현상 없이 조밀하게 막이 형

성되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d)와 (e)에서

는 CIGS층이 일부분 박리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Fig. 1의 코닝유리 기판의 경우 소다라임 유리를 기판으

로 한 경우와 표면의 형태는 크게 변화가 없다. 따라서

Na에 의해 표면구조 형상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Fig. 2의 코닝유리 기판 단면의 경우 Mo:

Na 막이 500 nm일 때 CIGS 박막층과 일부분 박리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Mo:Na층에 Na의 과도한

함량에 따라 불순물로 작용하여 상부층인 Mo의 막의 성

장을 방해하여 크랙형성을 유발하였으며, 이는 결국 광흡

수층인 CIGS막에도 영향을 주어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요

인으로 판단된다.8)

Fig. 3은 기판별 표면조도를 상호 비교한 결과를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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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urface images of CIGS thin films on the substrate of; sodalime glass; (a) 1000 nm Mo (0.03 % Na), (b) 100 nm Mo:Na -

900 nm Mo (0.17 % Na), (c) 200 nm Mo:Na-800 nm Mo (0.21 % Na), (d) 300 nm Mo:Na-700 nm Mo (0.28 % Na), (e) 400 nm Mo:Na-

600 nm Mo (0.37 % Na), (f) 500 nm Mo:Na-500 nm Mo (0.52 %), corning glass; (a) 1000 nm Mo (0 % Na), (b) 100 nm Mo:Na - 900 nm

Mo (0.09 % Na), (c) 200 nm Mo:Na-800 nm Mo (0.11 % Na), (d) 300 nm Mo:Na-700 nm Mo (0.13 % Na), (e) 400 nm Mo:Na-600 nm Mo

(0.22 % Na), (f) 500 nm Mo:Na-500 nm Mo (0.39 %).

Fig. 2. Cross-sectional SEM micrographs of the CIGS thin films on the substrate of; sodalime glass; (a) 100 nm Mo:Na - 900 nm Mo,

(b) 200 nm Mo:Na-800 nm Mo, (c) 300 nm Mo:Na-700 nm Mo, (d) 400 nm Mo:Na-600 nm Mo, (e) 500 nm Mo:Na-500 nm Mo, corning

glass; (a) 100 nm Mo:Na - 900 nm Mo, (b) 200 nm Mo:Na-800 nm Mo, (c) 300 nm Mo:Na-700 nm Mo, (d) 400 nm Mo:Na-600 nm Mo,

(e) 500 nm Mo:Na-500 nm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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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것이다. 후면전극을 단일층으로 성장시켜 CIGS 박

막을 증착시킨 (a)의 경우는 조도값이 4.34 nm를 나타낸

다. 그러나 후면전극층이 이중층으로 형성된 (b~d)까지는

조도값이 (a)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Fig.

1에서 SEM 이미지에서 보는바와 같이 CIGS결정이 판

상형태로 치밀하게 형성됨에 따라 표면조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e~f)는 CIGS 표면에 생긴 홀 등 치밀

하지 못한 형상들에 의해 조도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코닝 유리 사용한 기판인 경우 (a)의 경우 4.31

nm를 나타내며, Mo:Na의 두께가 100~200 nm까지 표면

조도의 변화는 4.28, 4.43 nm로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

았다. (d)의 경우 3.93 nm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다 (e~f)는 4.22, 4.44 nm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긴 하나 코닝 유리 기판의 경우 소다라임 유리 기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표면조도가 완만한 추이를 보여주

었다. 여기서 표면조도가 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CIGS

박막 결정립의 미세화, 기판으로부터 CIGS 박막으로의

확산 및 분로(shunt path)에 따른 태양전지의 성능저하

의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9) 

조건별 구조적 특징을 보기위해 XRD를 측정하였으며,

소다라임 유리와 코닝 유리 기판을 사용한 후면전극의

Mo 박막 결정면을 분석해본 결과 우선성장방향인 (110)

면의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다른 회절면인 (211)

면도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Fig. 4는 소다

라임 유리 및 코닝 유리 기판을 이용하여 이중층으로 형

성된 후면전극의 두께 및 기판에 따른 CIGS박막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시료에서 CIGS 박막

의 우선성장방향인 (112)면의 피크가 2θ = 27o 부근에서

관찰되었으며, 다른 회절면인 (220), (204)면도 조건별로

강도가 일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회절면은 우

선성장면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이와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e)와 (f)에서는 우선성장면과 비슷한 세기로 성

장함을 알 수 있다. 

CIGS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에 결정면에 따른 효율 변

화가 영향이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NREL에서

Fig. 4. XRD patterns of CIGS thin films on the substrate of; sodalime glass; (a) 1000 nm Mo, (b) 100 nm Mo:Na - 900 nm Mo, (c) 200 nm

Mo:Na-800 nm Mo, (d) 300 nm Mo:Na-700 nm Mo, (e) 400 nm Mo:Na-600 nm Mo, (f) 500 nm Mo:Na-500 nm Mo, corning glass; (a)

1000 nm Mo, (b) 100 nm Mo:Na - 900 nm Mo, (c) 200 nm Mo:Na-800 nm Mo, (d) 300 nm Mo:Na-700 nm Mo, (e) 400 nm Mo:Na-600 nm

Mo, (f) 500 nm Mo:Na-500 nm Mo.

Fig. 3. The surface roughnesses of CIGS thin films according to

Mo:Na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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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의 고효율 CIGS 태양전지를 제조하였는데, 이는 기

존에 잘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는 (112)면의 우선배향이

아니라 (220/204)면의 우선배향을 가지는 표면이 더욱

open structure를 가지며, 이로 인해 CdS 버퍼층 증착시

Cd의 확산이 용이하여 CIGS와의 이종접합 형성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0) CIGS 박막이 (112)

면으로 성장하기 용이한 결정구조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후면전극의 Mo 박막이 입방체 결정구조를 가지고 성장

을 해야 하고, 또한 Mo의 결정구조는 CIGS 광흡수층

의 결정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우선성장

면인 (110) 면으로 성장된 Mo 박막은 CIGS 박막의 우

선성장 방향인 (112)면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반면, 다른

회절면에 해당하는 (200) 및 (211) 등의 결정성장면은

CIGS 박막의 (112)성장을 제한하게 된다.11,12) 

3.2 기판 및 Mo:Na의 두께에 따른 CIGS 박막의

효율 특성

Fig. 5는 기판 및 Mo:Na 두께 변화에 따른 CIGS 태

양전지의 특성 값을 나타내었다. 두 시료중 소다라임 유

리 기판의 경우 Mo:Na 두께가 300 nm일 때 박막의 캐

리어 농도는 최대값을 나타내었고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이때 단락 전류값도 최대값을 갖는 현상

을 볼 수 있었고, 효율 또한 11.74 %로 최대값을 관찰할

수 있었다. 코닝 유리 기판의 경우에는 Mo:Na가 400 nm

일 때 박막의 캐리어 농도 및 단락 전류값이 최대값을

갖었으며, 효율은 9.59 %로 소다라임 기판을 사용했을 때

보다는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필팩터는 소다라임

유리 기판이 코닝 유리 기판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내

었으며, 이는 Na의 함량에 의해 직렬저항은 감소하고 병

렬저항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Na이 CIGS 흡

수층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 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a이 grain boundary에

존재하면서 grain boundary내에 전도도가 높은 상을 형

성하고 캐리어의 공핍현상을 감소시켜 전기적특성을 향

상시켜 필팩터에 영향을 주어 효율증가로 이어진 것으

로 사료된다.

4. 결  론

Na 농도의 영향에 따라 CIGS 태양전지 박막의 효율

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다라임 유리와 코닝 유리 기판을

사용하여 1 wt.% Na이 도핑된 Mo 박막을 100~500 nm

두께로 변화를 주어 Mo 박막으로 최종 두께 1 µm를 증

착시켜 이중층 구조로 형성하였으며, 동시증발법을 이용

Fig. 5. Efficiency characteristics of CIGS thin films according to Mo:Na thickness; (a) short circuit current, (b) fill factor, (c) open circuit

voltage, (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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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CIGS 박막을 증착시켜 박막의 구조 및 효율적 특성

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표면조도의 영향을 주는 인자는 Na의 함량에 의한

것으로 함량이 높을수록 표면에 홀 및 치밀하지 못한 형

상들에 의해 조도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2) 박막의 단면에 대부분의 막은 기둥형상으로 줄지어

성장하였으며, Mo:Na두께가 두꺼울수록 내부 크랙이 심

해졌으며, 이는 Na이 첨가되면서 Mo의 입자 성장에 불

순물로 작용하여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3) 기판 종류에 상관없이 CIGS 박막은 우선성장방향인

(112)면의 피크가 2θ = 27o 부근에서 관찰되었으며, 다른

회절면인 (220), (204)면은 조건별 강도가 일부 다르게 나

타나고 있고, 이는 우선성장면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이

와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다. 

소다라임 유리를 사용한 기판의 경우 Mo:Na의 두께가

300 nm, Na의 농도가 0.28 %, 표면조도가 2.76 nm일때

11.74 %의 가장 높은 효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코닝

유리의 경우에는 다소 낮은 9.59 %의 효율을 얻을 수 있

었다. 이는 Na의 농도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어지며, 고

효율의 태양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Na이 미량 함유

된 소다라임 유리를 기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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