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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high-efficiency Cu(In,Ga)Se2 solar cells, Na is doped into a Cu(In,Ga)Se2 light-absorbing layer from

sodalime-glass substrate through Mo back-contact layer, resulting in an increase of device performance.

However, this supply of sodium is limited when the process temperature is too low or when a substrate does

not supply Na. This limitation can be overcome by supplying Na through external doping. For Na doping, an

NaF interlayer was deposited on Mo/glass substrate. A Cu(In,Ga)Se2 absorber layer was deposited on the NaF

interlayer by a three-stage co-evaporation process As the thickness of NaF interlayer increased, smaller grain

sizes were obtained. The resistivity of the NaF-doped CIGS film was of the order of 103
Ω·cm indicating that

doping was not very effective. However, highest conversion efficiency of 14.2% was obtained when the NaF

thickness was 25 nm, suggesting that Na doping using an NaF interlayer is one of the possible methods for

external d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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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u(In,Ga)Se2 (CIGS) 박막 태양전지는 19%이상의 높

은 효율에 도달하여 결정질 Si 태양전지와 함께 고효율

태양전지로 여겨지고 있다.1) 

CIGS 태양전지의 고효율은 550 oC이상의 높은 기판온

도에서 소다라임 유리(soda-lime glass: SLG)를 기판으로

사용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2~6) 소다라임 유리의 열

팽창계수(9 × 10−6K−1)는 CIS(CuInSe2)층의 열팽창계수(a-

axis ~ 11 × 10−6K−1, c-axis ~ 8 × 10−6K−1)20) 와 차이가 작

고, 나트륨 화합물(14% Na2O)을 함유하여, CIGS 성장시

나트륨이 Mo 후면 전극을 통해 확산하여 셀 특성에 유

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10) 

문헌상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나트륨의 효과는 크게

미세구조의 변화와 전기적 특성의 변화로 나눌 수 있다.

미세구조의 변화로 결정립 크기가 커졌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8) 작아진다는 보고도 있다.11) 또한 표면이 보다 매

끄러워지고 (112) 방향성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다.8,10,12)

전기적 특성으로는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여 p-type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였다는 보고,9,17) 저항감소,13) 개방전압

(Open Circuit Voltage: Voc)과 충진인자(Fill Factor: FF)

의 향상도 보고되었다.10,13,15) 이 외 Cu 조성의 큰 변화

에도(Cu/(In + Ga) = 0.51 ~ 0.96) 셀 특성이 향상되었다는

보고,16) CIGS 증착온도가 425~510 oC에서도 효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보고12)가 있다. CIGS로 확산되는 나트륨

은 Mo 후면전극과 유리기판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13,14) 이러한 특성의 변화는 공급되는 나트륨의 양

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는 나트륨의 양을 단순한 기판과

온도의 변화로는 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대면적 제조시 생산성과 재현성이 큰 문제로 대두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CIGS 광흡수층에

Na 전구체를 도핑하여 나트륨의 양을 재현성있게 공급

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도핑방법 중 본 연

구에서는 Mo 후면전극 위에 Na 전구체를 두께별로 증

착한 후 CIGS를 증착하여 CIGS 증착 시 나트륨이 확

산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CIGS 박막과 CIGS 소면적 셀

을 제조한 후, 미세구조는 이차이온질량분석기(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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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Mass Spectrometry: SIMS), 전자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X선 회절장치(X-Ray Diffrac-

tometer: XRD)로, 전기적 특성은 비저항과 효율을 측정

하여 CIGS 박막에 미치는 나트륨도핑의 효과를 관찰하

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나트륨 도핑을 위해 사용할 유리의 경우 나트륨을 함

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므로, 실험유리제원을 확인한 결

과 소다라임 유리는 나트륨을 포함하고, 코닝 1737 유

리(Alumino Silicate Glass)에는 나트륨이 1%미만으로 존

재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1)

기판차이에 따른 나트륨의 분포를 SIMS 분석으로 확

인한 결과 소다라임 유리의 경우 CIGS 박막 내부에 나

트륨이 관측되었으나, 코닝(1737)유리의 경우는 나트륨이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따라서 나트륨 도핑에 따

른 CIGS 광흡수층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코닝유리를

사용하였다. 코닝유리는 세척한 후, dc magnetron sputtering

으로 Mo 후면전극층을 1 µm정도 증착하였다. Na 도핑을

위해 Mo 전극 위에 NaF 를 5 × 10-5 torr 이하의 진공도

에서 열증발법으로 1 ~ 2 Å/s의 속도로 두께별로(5~30 nm)

증착한 후, CIGS 광흡수층을 3-stage process를 이용하

여 증착하였다. 제1 공정은 350~400 oC의 온도에서 인

듐, 갈륨, 셀레늄을 15분간 증착하여 약 1 µm 두께의

(In,Ga)2Se3 층을 제조한 후, 셀레늄 분위기에서 550 oC

까지 승온하였다. 제2 공정에서 구리, 셀레늄을 증착하

기 시작하여 pyrometer로 읽는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서 종료하였다. 이 때 Cu/(In + Ga) 조성비는 1이 된다.

그 후, 제 2공정시작점부터 이 시점까지의 30% 시간을

더 증착하였다. 그 후에 제3 공정에서 다시 인듐, 갈륨,

셀레늄을 증착하고 이 때 증착시간을 변화시켜가며 Cu/

(In + Ga) 조성비를 0.6~1.1으로 조절하였다. 완성된 박막

의 두께는 약 2~3 µm이다. CIGS 증착 후, CBD(Chemical

Bath Deposition)방법으로 CdS 버퍼층을 증착한 후, i-

ZnO/n-ZnO를 스퍼터 증착하여 pn 접합을 형성한 후, 전

면컨택을 위해 Al 그리드를 증착하여 셀을 완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NaF 층을 25 nm 증착한 CIGS 박막의 나트륨의 존재

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SIMS 결과가 Fig. 1에 나타

나 있다. 분석결과 나트륨이 박막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O, F도 존

재함을 관찰할 수 있다.

미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단면 SEM 사진을 측정한

결과가 Fig. 2에 나타나 있다. NaF 두께가 증가함에 따

라 결정립이 각이 지고 작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

다. 이는 CIGS 결정립 성장시 나트륨으로 인해 결정립

성장이 다소 방해받기 때문에 결정립이 다소 작아진 것

으로 생각되고 이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Rudmann의

실험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1)

XRD의 경우(Fig. 3), NaF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의 코

닝유리는 (220) 우선배향성을 보이고 소다라임의 경우는

(112)와 (220) 방향이 서로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NaF가 첨가되었을 경우 (112) 우선 배향성이 되

Table 1. Glass substrate details for this experiment.

SODA-LIME FLOAT GLASS CORNING 1737F GLASS

두께(cm) 1.1 0.7

밀도(g/cm
3
) 2.53 2.54

Annealing point(
o
C) 546 721

Softening point(
o
C) 726 975

열팽창계수
(/
o
C)

8.9 × 10
-6 4.2 × 10

-6
(0~300

o
C)

3.76 × 10
-6
(25~671

o
C)

성분함량
72.6% SiO2, 0.8% B2O3, 1.7% Al2O3,

4.6% CaO, 3.6% MgO, 15.2% Na2O

55.0% SiO2, 7.0% B2O3, 10.4% Al2O3,

21.0% CaO, and 1.0% Na2O

Fig. 1. SIMS depth profile of CIGS with NaF 25 nm on Mo

substrate (Cu ratio∼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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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aF의 두께에 따라 배향성이 증가하는 경향은 보기

어렵다. 이는 CIGS박막의 배향성이 NaF의 두께(도핑량)

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CIGS 박막이 증착되는 표

면상태(Mo 층위에 증착된 NaF의 표면상태)에 의해 영

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소다라임

위에 올린 CIGS 박막의 배향성은 증착온도, 기판차이,

증착되는 Mo 표면의 상태, CIGS 초기층의 배향성(3-stage

CIGS의 경우 제1 공정 후의 (In,Ga)2Se3 층의 배향성,

스퍼터증착인 경우 각각의 금속 전구체의 배향성 및

Selenization 온도 등) 등의 조건에 따라 (112) 혹은 (220)

우선배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코닝유리 경우와의 비교

를 통한 결론도출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Fig. 4는 셀효율을 측정한 것으로 NaF 두께가 증가함

에 따라 단락전류(Short Circuit Current: Jsc)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개방전압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와 같은 효율의 향상은 NaF 두께가 증가함에 따른 개

방전압의 증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나

트륨 도핑으로 인한 효과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 실험에

서는 NaF 두께가 25 nm일 때, 소다라임 유리의 15.71%

의 90%에 이르는 14.2%의 최고효율을 달성하였다. NaF

Fig. 2. SEM cross image of different NaF thickness (Cu ratio

∼0.8); (a) No NaF, (b) NaF 10 nm and (c) NaF 15 nm.

Fig. 3. XRD scan of different NaF thickness(Cu ratio∼0.8).

Fig. 4. Illuminated J-V curve for CIGS solar cell of different

NaF thickness (Cu ratio∼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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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nm 이상 증착하면 CIGS 박막의 떨어짐(peeling off)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이보다 두꺼운 증착실험은 불가하

였다. 소다라임유리의 효율보다 다소 못 미치는 결과로

볼 때, 나트륨도핑이 다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개방

전압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나트륨

도핑으로 고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효율향상의 원인을 알고자 접합특성(dark

saturation current)을 분석한 결과 NaF 두께에 따른 경

향성을 발견할 수 없어, CIGS 박막 자체의 p-type 전기

전도도의 변화와 연관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Cu 조성

이 CIGS 박막의 전기전도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Cu

조성과 NaF 두께에 따른 비저항을 측정하였다. Mo 위

에 성장시킨 CIGS 박막의 경우 하부 Mo층의 영향으로

부정확한 측정값이 얻어질 수 있으므로, NaF를 증착하

지 않은 코닝유리와 NaF를 두께별로 증착한 유리위에

CIGS 층을 증착하여 얻어진 박막을 4-point probe로 측

정하였다. 측정결과는 Fig. 5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소다라임의 경우는 Cu조성이 증가함에 따

라 CIGS 비저항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으나 Na 전구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Cu 조성이

0.9~1.0사이에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NaF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비저항의 감소차이는 미미하며 소

다라임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NaF

두께가 증가함에도 비저항의 감소가 예상보다 작은 이유

로는 F에 의해 나트륨 도핑효과가 다소 영향을 받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비저항의 차이가 커지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다라임의 비저항에

근접할 정도로 만들면 그에 따른 개방전압의 향상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u조성에 따른 XRD 분석결과가 Fig. 6에 나타나있다.

이 때 CIGS 박막의 I(112)/I(220)은 JCPDS 값을 비교하

면 1.25이고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과

같이 NaF가 없는 경우 Cu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112)

방향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NaF가 첨

가되면 JCPDS 기준과 비교하여 (112) 배향성이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IGS가 증착되는 표면상태에 따라 NaF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NaF

가 증착된 표면위에 증착된 CIGS 박막의 경우가 Cu 조

성에 걸쳐 상대적으로 안정된 (112) 우선배향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나트륨 도핑으로 인한 CIGS 박막의 변

화를 관찰한 결과, NaF 첨가로 인한 결정립크기의 감소,

(112) 배향성의 미세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미세구조의

확연한 차이에 비해 Cu 조성과 NaF 두께에 따른 비저

항을 측정한 결과, NaF 두께증가에 따른 비저항의 감소

는 예상보다 작았다. 이는 F로 인해 CIGS 박막으로의

나트륨 도핑이 영향을 받아 도핑효과가 다소 감소한 것

으로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F 두께가 증가

함에 따라 개방회로전압이 증가하여 셀특성이 향상되었

고 본 실험에서는 NaF가 25 nm 일 때, 소다라임 CIGS

태양전지 효율의 90%에 이르는 14.2%의 효율을 달성하

여 나트륨 도핑으로 인한 CIGS 태양전지의 고효율화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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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RD scan for different Cu ratio & NaF thickness.

Fig. 5. CIGS film resistivity of different NaF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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