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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CIGS 전구체는 각각 DC와 RF power로 셀레늄(Se)이 포함된 CuSe 타겟과 (In,Ga)Se2 타겟을 이용하여 스퍼터링 기법

으로 증착한 후에 고속결정화 특성을 위해 전자빔을 조사하였다. 전자빔의 가속 전자의 강도(DC power)는 2.5~3.5keV로 조

정하고 조사시간은 300초, RF power는 200W로 고정하였다. SEM image에서 전구체의 두께가 가속 전자의 강도에 따라 

100~200nm의 손실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XRD data 결과에서 3keV에서 조사된 샘플에서 가장 높은 (112) 피크의 특정 

배양성을 보여 높은 결정화특성을 나타내었다. 조성비간의 변화를 보기 위해 XRF data 분석결과 전구체와 샘플간의 조성

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Ⅰ/Ⅲ 족 비가 3 keV에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 알려져 있는 1.0을 보였다.

1. 서론 

Cu(In,Ga)Se2은 직접천이형 밴드갭, 높은 효율, 고흡수성 효율과 지속적인 반 광학열화작용 등의 이유로 박막태양전지를 위

한 적합한 금속으로 여겨지고 있다. 흡수층 증착방법 중 스퍼터링 기법은 상업화에 적합한 대면적 박막 생산이 가능한 장

점이 있어 CIGS 기반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중 스퍼터링으로 증착한 후에 RTP를 이용하

여 selenization처리를 하는 2-step process공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Ga 편석 현상과 Se이 전구체 표면

에 유입 팽창되어 표면에 결함이 발생하는 등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점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유독성 가스인 H2Se 가스를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새로운 결정화방법 중 특히 레이저. 이온빔과 같

은 비화학적인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 방법 중 본 논문에서는 박막의 고속 결정화가 가능하고 조성 변화의 최소화, 

빠른 공정 시간과 저온 공정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자빔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모든 샘플들은 결정 표면의 특성, 결정

상과 조성비를 확인하기 위해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X-ray diffraction (XRD), X-ray fluorescence (XRF)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본론 

이 논문에서는 다층 구조를 만들고 한 공정에서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 Se이 포함되어 있는 CuSe타겟과 (In,Ga)Se2타겟을 

이용하였다. 스퍼터의 챔버 압력은 10-7 mtorr로 유지하고 CIGS 전구체는 각각 RF와 DC 파워를 이용하여 스퍼터링 기법으

로, soda-lime glass 위에 약 1μm 두께로 molybdenum이 증착된 기판 위에 증착하였다. 전자빔조사 시스템은 아래 표 1과 

같이 가속 전자의 강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 DC 파워를 2.5에서 3.5 keV 까지 조절하였고, 그 외 변수인 RF 파워와 

조사시간은 각각 200W와 300초로 고정하였다. 결정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XRD data 측정하였고 그 결과 

가속 전자 강도가 3keV에서 조사된 샘플에서 가장 높은 (112)우선 배양성이 나타났다. 또한 그 외의 샘플에서도 같은 peak

이 확인 되어 전자빔을 이용한 CIGS 결정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Ⅰ/Ⅲ족, Ga/Ⅲ, Se/M간의 조성비 변화를 

보기 위한 XRF data를 분석한 결과이다. Se/M 조성비에서만 전구체와 샘플간의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가속전자 Power

에 따른 변화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전자빔 조사 방법이 기존 RTP방식이 가지고 있던 Se과 In의 손실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Process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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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XRD of E-beam treated samples data                Fig. 2. XRF of E-beam treated samples data

3. 결론

 전자빔 조사를 이용한  CIGS  박막 결정화의 특성을 보기 위해 가속 전자의 강도만을 공정변수로 한 경우 DC power가 3 

keV에서 결정화가 가장 잘 이루어졌음을 XRD data의 (112)peak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XRF 분석으로 전자빔 조사 

후에도 각 샘플의 조성비가 전구체의 조성비와 유사한 값을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결과들은 전자빔 조사 방

법이 기존 방식인 RTP공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휘발성이 강한 Se과 In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박막 결정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IGS 흡수층의 결정화는 빠른 공정시간과 저온공정이 가능한 전자빔 조사방법이 적합한 방법으로 제

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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