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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In,Ga)Se2(CIGS) photovoltaic thin films were electrodeposited on Mo/glass substrates with an aqueous solution

containing 2 mM CuCl2, 8 mM InCl3, 20 mM GaCl3 and 8 mM H2SeO3 at the electrodeposition potential of −0.6 to −1.0 V(SCE)

and pH of 1.8. The best chemical composition of Cu1.05In0.8Ga0.13Se2 was found to be achieved at −0.7 V(SCE). The precursor

Cu-In-Ga-Se films were annealed for crystallization to chalcopyrite structure at temperatures of 100-500oC under Ar gas

atmosphere. The chemical compositions, microstructures, surface morphologies, and crystallographic structures of the annealed

films were analyzed by EPMA, FE-SEM, AFM, and XRD, respectively. The precursor Cu-In-Ga-Se grains were grown sparsely

on the Mo-back contact and also had very rough surfaces. However, after annealing treatment beginning at 200oC, the empty

spaces between grains were removed and the grains showed well developed columnar shapes with smooth surfaces. The

precursor Cu-In-Ga-Se films were also annealed at the temperature of 500oC for 60 min under Se gas atmosphere to suppress

the Se volatilization. The Se amount on the CIGS film after selenization annealing increased above the Se amount of the

electrodeposited state and the MoSe2 phase occurred, resulting from the diffusion of Se through the CIGS film and interaction

with Mo back electrode. However, the selenization-annealed films showed higher crystallinity values than did the films annealed

under Ar atmosphere with a chemical composition closer to that of the electrodeposit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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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halcopyrite계 화합물 반도체인 Cu(In,Ga)Se2(CIGS)는

직접천이형 에너지 밴드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흡수

계수가 1 × 105 cm−1로 반도체 중에서 가장 높다.1) 태양전

지 광흡수층 물질의 광흡수도가 높다는 것은 두께 1~2 um

의 박막으로도 고효율의 태양전지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에 박막 태양전지에 적합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CIGS 태양전지는

실험단위 뿐만 아니라 모듈의 효율 측면에서도 여타 다

른 박막 소재 태양전지보다 높으며 결정질 실리콘과 대

등한 위치에 있다. 실험 단위의 경우, 미국 NREL에서

2008년 3월 19.9%의 CIGS 태양전지 최고 효율을 보고

하였는데. 이는 비정질 실리콘, CdTe등 일부 실용화되어

있는 여타 박막 태양전지에 비해서도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최고효율 20.3%에 근

접하는 것이다.2,3)

이러한 CIGS 박막은 다원화합물이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매우 까다롭다. 물리적인 박막제조방법으로는 동시 진공 증

발(Co-evaporation)법 및 스퍼터링,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전

착(Electrodeposition)이 적용되고 있다. 이중, 전착법은 네

가진 원소(Cu, In, Ga, Se)의 전기화학적인 작용에 의해 다

루어지며, 각각의 원소 들은 명확한 전기화학적인 특성들

을 가지고 있어 매우 복잡한 시스템에 의해 박막을 제조

하게 되며, 이 방법은 물리적 제조방법과는 달리 비진공

상태 및 상온에서 제작이 가능하고 대면적화가 용이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전착법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Cu-In-Ga-

Se의 전구체(precursor)필름을 증착한 후, 박막의 결정화를

위해 Ar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하였고, 각 열처리 온

도에 따른 CIGS 박막의 화학조성, 조직, 표면형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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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결정구조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Cu-In-Ga-Se의 전구체(precursor)박막을 Ar가스 분위기에

서 열처리 시, 고온에서는 기화온도가 낮은 Se원소의 휘

발이 조장되어 박막의 화학조성이 변화하고, 열처리에 따

른 박막의 결정화에 영향을 주게된다. 그리하여, Se가스 분

위기하에서 Cu-In-Ga-Se의 전구체 박막의 열처리도 병행

하여, CIGS 박막의 조직 및 결정구조를 조사하였으며, Ar

가스 분위기하에서의 열처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기판으로는 10 × 35 × 0.4 mm의 soda-lime glass (SLG)

가 사용되었으며, 아세톤, 에타놀 및 D.I. (deionized)

water로 각각 30분간 초음파 세척 후 사용하였다. 이 SLG

기판 위에, 스퍼터링법에 의해, 초기진공도 5 × 10−6 Torr,

작업진공도 5 × 10−3 Torr의 조건에서 두께 1 um의 Mo후

면전극을 증착하였고, 타겟으로는 50 mm dia × 0.5 mm T

의 Mo (99.99%) 타겟을 사용하였다.

SLG/Mo 기판위에 광흡수층의 전착은 three-electrode

system을 이용한 전착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때, Ag/AgCl

칼로멜전극을 reference electrode으로, Pt 전극을 counter

electrode로 사용하였으며, Mo/SLG기판을 working electrode

로 사용하였다. CIGS 전착용 전해액 제조는 D.I water를

비커에 담은 후, CuCl2, InCl3, GaCl3, H2SeO3의 시약을 각

각 2 mM, 8 mM, 20 mM, 8 mM의 몰농도를 계산하여 넣

어 2시간 동안 교반하였고, 교반 후, HCl용액을 첨가하여

pH를 1.8로 조절하였다. 전착은 −0.6, −0.7, −0.8, −0.9 및

−1.0 V (vs SCE) 전압에서 각각 45분간 전착 후, 전압에

따른 Cu-In-Ga-Se의 전구체 박막의 성분 조성을 분석하

여, 이상적인 CIGS 성분조성에 가장 가까운 전압을 얻

도록 하였다. 

전착 후 Cu-In-Ga-Se의 전구체 박막의 결정화를 위해

Ar가스 분위기 하에서 열처리 및 셀렌화(selenization) 열

처리를 하였다. Ar가스 분위기 하에서의 열처리는 관상

로에서 로터리 펌프로 진공도를 10−3 Torr 로 감압 시킨

후 Ar가스로 5분간 purging하여 잔류 가스를 최대한 제

거시킨 후 작업진공을 10−1 Torr로 하였고, 100, 200, 300,

400 및 500oC에서 각각 60분간 유지 후, 재결정화와 급

격한 냉각에 대한 크랙과 핀홀 생성을 막기 위해 상온

까지 로냉 하였다. 셀렌화열처리는 Ar가스 분위기 하에

서 사용된 동일한 관상로를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노의 중

앙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스테인레스 boat에 Se 분말을 넣

은 후, 로터리 펌프로 진공도를 10−3 Torr로 감압 시킨후

Ar가스로 5분간 purging하여 잔류 가스를 최대한 제거시

킨 후 작업진공을 10−1 Torr로 한 후, 500oC에서 60분간

유지시켜 열처리를 하였다.

CIGS 박막의 성분 조성은 EPMA (Shimadzu사의 EPMA-

160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시편당 총 3개의 지점의 분

석 값을 평균하여 나타냈고, AES (ULVAC-PHI사의 PHI

700 모델)를 이용한 박막표면의 국부적 성분을 분석하였

다. 조직분석을 위해서는 FE-SEM (Carl Zeiss 사의 Supra-

6 모델)을, 표면조도 형상 및 조도 측정에는 AFM (Veeco

사의 Dimension V 모델)이 사용되었고, 결정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XRD (Rigaku사의 SmartLab)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Cu-In-Ga-Se의 전구체 박막의 Ar가스 분위하

의 열처리특성

전착 전압에 따른 Cu-In-Ga-Se의 전구체 박막의 조성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상적인 조성에 가장 근접하는 전

압은 −0.6 V (SCE)이었고, 이때 박막의 조성은 Cu:In:Ga:

Se의 원자비는 1.05:0.81:0.13: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조성의 박막을 사용하여 Ar가스분위기 열처리 및 셀렌화

열처리를 진행되었고, 이에따른 화학조성, 조직, 표면상태

및 결정구조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1은 Ar가스분위기에서 열처리 시, 열처리온도에 따

른 CIGS 박막의 성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기

화온도가 매우 낮은 Se (684.9oC)은 200oC부근에서 급격

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300oC이상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

고 있지 않고 있다. Cu, In 및 Ga은 기화온도가 매우 높

아(Cu: 2,562oC, In:2,072oC, Ga:2,204oC), 주어진 열처리

온도 범위내에서는 Se과 같이 기화에 의한 박막내 함량

의 변화는 없고, 단지, 열처리온도에 따른 박막내 Se함

량의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Cu, In 및 Ga원소 함량의

변화(증가)만이 예상되었다. 예상대로, In은 Se과 거의 반

비례 하여 크게 증가 하고 있는데 반해, Cu는 200oC에서

Fig. 1. The compositions of electrodeposited CIGS films with

annealing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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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소 증가되고 있으나, 기타 열처리 온도에서는 열처

리 전 조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Ga 역시 열

처리 온도에 따라 큰 조성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Fig. 2(a-f)는 열처리온도에 따른 CIGS박막의 수평단면

의 SEM 조직사진으로, 열처리 전(a)에는 CIGS입자는 비

교적 균일한 크기 및 형상을 보이고 있고, 개개의 입자

는 분리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착속도가 비교

적 낮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조직으로, 전착속도가 크게 증

가하면 이 CIGS입자는 서로 연결되어 입자간 경계가 없

어지고, 입자의 크기가 불균일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조

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b)-(f)는 열

처리 온도를 각각 100, 200, 300 , 400 및 500oC로 하였

을 때 조직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으로, 100oC(b)에서 입

자의 크기가 커지며,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는 이 온도에서 확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입자간에 틈이 보이며 입자간 완전한 연결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열처리 온도가 200oC(c)로 증가하면, 입자

와 입자사이는 완전히 연결이 되어 빈틈을 보이지 않고, 검

은 구형의 입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00oC(d)에서는, 200oC에 나타난 검은 구형의 입자결

함은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 남아있는 구형의 입자도 기

지부위와 유사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자간 원

자들의 충분한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구

형입자 경계면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

Fig. 2. The SEM images of the CIGS films with annealed temperatures of (a)as-deposited, (b) 100oC, (c) 200oC, (d) 300oC, (e) 400oC and

(f) 5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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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균열은 열처리 온도가 400oC(e) 및 500oC(f) 로 증가

함에 따라 더욱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형 입자는, CIGS

박막의 전착 중 수소 방출에 의한 pH의 변화로 인해

In(OH)x 계열의 화합물이 생성된다는 주장6,7)과, CIS 박막

성장시, 증착 전압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수소 방출에

의해 변화하는 pH가 Se의 산화 및 환원을 지배하는 요

인이 되는데, pH의 변화에 따라 산화되는 Se 중 일부

가 환원되어 CuxSey 계열의 화합물을 형성8,9)하기 때문

에 형성된다는 주장이 있다. 

Fig. 3(a-f)은 열처리에 따른 CIGS박막의 수직단면의

SEM조직으로, 열처리전(a)은 후면전극 Mo박막위에 불규

칙하게 성장한 기둥형상의 조대한 CIGS입자가 보이고, 이

들 입자들의 표면형상은 산호초 또는 둥근 성인장등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굴곡이 있는 형상으로 박막의 두께는 약

4.6 um로 목표두께 2 um보다 컸다. 열처리 온도 100oC(b)

에서, CIGS입자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열처리 전과 큰 차

이는 없으나, 입자의 크기나 박막의 두께가 2.7 um로 크

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자간 원자들의 확산과

이에따른 재결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열처

리 온도가 200oC (c-f)이상에서는 입자의 형상에 큰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 즉, 입자는 열처리 전이나, 100oC 열처

리 시 보이는 불규칙하게 성장된 조대한 기둥 형상에서,

스퍼터링법에 의해 제조된 금속 박막의 조직과 유사한 미

세한 주상정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고, 입자 표면에 있는

Fig. 3. The cross-sections for the CIGS films with annealing temperatures. (a)as-deposited, (b) 100oC, (c) 200oC, (d) 300oC, (e) 400oC and

(f) 5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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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굴곡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으며, 입자간 간격도 거

의 보이지 않게 된다. 또한, 박막의 두께는 열처리 전 두

께보다 훨씬 감소된 2 um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는 200oC이상 온도에서 CIGS박막내 원소들의 급격한 확

산과 이에따른 재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 주

고 있는 것이다. 

Fig. 4는 열처리에 따른 CIGS박막의 표면형상 및 표

면조도를 조사하기 위한 AFM 측정 결과이다. 표면형상

은 열처리 전에는 큰 굴곡과 돌기로 인한 조대한 형상이

었으나, 열처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은 평탄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열처리온도에 따른 표면조

도의 변화를 도시한 결과로, 표면조도는 열처리온도의 증

가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반비례하여 감소됨을 알 수

있고, 열처리 전 평균조도 Ra = 143 um로부터 500oC열처

리 온도에는 평균 표면조도 Ra가 20.4 um로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박막의 표면상태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박막의 평탄화는 Fig. 3의 SEM 분석에서

열처리온도에 따른 박막두께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Fig. 6은 열처리온도에 따른 CIGS 박막의 결정성의 변

화를 조사하기 위한 XRD 분석결과이다. 여기서, 열처리

전, CIGS의 주성장면인 (112)면의 peak는 매우 약한 강도

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박막에 존재하는 결정립의 크기가

Fig. 4. The AFM images and surface roughnesses (Ra) of the CIGS thin films with annealing temperatures. (a) as deposited,  (b) 100oC,

(c) 200oC, (d) 300oC, (e) 400oC and (f) 5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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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작거나 비정질 상태임을 의미한다.10) 또한 이차상인

Cu2Se peak가 미세하게 검출되고 있으며, 이 Cu2Se 상은

In2Se3와 같은 다른 이차상보다 결합에너지가 낮아 전착공

정부터 약간 결정화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100oC

열처리 시, 앞의 열처리 전에 비해 CIGS의 주성장 peak

의 차이는 없지만, 앞서 미세하게 검출되었던 Cu2Se peak

가 뚜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열처리 전에서는 보이지

않던 In2Se3가 peak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00oC라는

소폭의 열처리온도의 상승이 In2Se3상을 형성시킬 결합

에너지를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00oC의 열

처리온도부터는 100oC이하에서 나타난 Cu2Se와 In2Se3 가

사라지며, (112)면의 주성장면 peak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는 전착된CIGS박막의 결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열

처리온도가 200oC 부근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Fig.

2-Fig. 3의 조직의 변화와도 일치하고 있다. 한편, 이 온

도부터는 주성장면인 (112)면 이외에도 (204)/(220), (312)/

(116), (008)/(400), (332)/(316) 면의 peak가 증가되기 시작

하고 있고, 다결정 CIGS의 결정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열처리온도가 300oC, 400oC 및 500oC로 증가 할

수록 (112), (204)/(220), (312)/(116), (008)/(400), (332)/

(316)면의 peak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박막의 결정화가

더욱 더 진행되고 있다.

3.2 Cu-In-Ga-Se의 전구체 박막의 셀렌화열처리 특성 

Fig. 7(a-b)은 관상로에서 500oC에서 60분간 셀렌화열처

리된 CIGS박막의 수평(a) 및 수직단면(b)에 대한 SEM조

직 사진으로 동일한 온도에서 Ar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

된 CIGS박막의 SEM 조직사진(Fig. 2(f) 및 Fig. 3(f))과

비교하여 분석되었다. 

Fig. 7(a)의 수평단면 조직에서는, Fig. 2(f)에서와 같이 Ar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 시, 구형입자의 계면에 나타나는

크랙이 셀렌화열처리 시편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전

표면에 걸처 구형 및 괴상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Fig.

7(b)의 수직 단면 조직에서는, 조직사진의 상부표면에 다수

의 반구형의 입자와 일부 파라미드 형상의 각이 있는 입

Fig. 5. The surface roughnesses of CIGS thin films with annealing

temperatures.

Fig. 6. The XRD patterns of the CIGS thin films with annealing

tempratures. 

Fig. 7. The SEM images of the CIGS film with selenization at

500oC. (a) cross-section and (a)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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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면성장(facet growth)을 하

는 Se원소가 셀렌화 열처리 결과 표면에 편재하여 나타

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Ar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

시, 박막은 주상정 형상으로 성장되고 있는데 반해, 셀

렌화열처리시는 이러한 명확한 주상정 형상이 사라지고 등

축정에 가까운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CIGS 박

막과 Mo후면전극에 아주 큰 틈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는 셀렌화열처리에 따른 후면전극의 Mo과 Se이 반응하

여 생성된 MoSe2 화합물에 기인되는 결함으로 알려져 있

고,11) 이러한 결함제거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Fig. 8은 500oC의 온도에서 Ar가스 분위기에서 열처

리 된 CIGS박막과 셀렌화열처리된 CIGS박막의 XRD 분

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셀렌화열처리된 박막이

Ar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된 박막에 비해 CIGS의 결정

화를 나타내는 (112), (204)/(220), (312)/(116), (008)/(400),

(332)/(316) 면의 peak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Ar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시, 기화온도가 낮은 Se의 휘

발로 인해 CIGS박막의 조성이 초기 전착시의 조성과 크

게 다르게 되어 이상적인 CIGS의 화학조성과 멀어지는

데 반해, 셀렌화열처리에서는 CIGS박막의 Se의 휘발을 억

제시켜(또는 다소 증가시켜), 전착시 CIGS박막의 조성에

가깝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셀렌화열처리에서는

Ar가스 분위기 열처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MoSe2 화합

물의 peak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Se이 CIGS박막을

통과하여 Mo후면전극과 반응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고되

고 있고,11)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셀렌화열처리 시 CIGS

박막과 Mo 후면전극사이의 큰 틈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Fig. 9(a-b)은 500oC에서, Ar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a)

한 CIGS박막과 셀렌화열처리(b) 한 CIGS박막의 AES에

의한 표면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SEM사진으로 각각 구형

입자 부위(1로 표기)와 기지조직 부위(2로 표기)를 선택하

여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Table 1 및 2에 나타나 있다.

Ar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 시(Table 1), 구형입자 부위

와 기지조직 부위는 각 Cu, In, Ga 및 Se성분의 큰 차이

가 없었고, 셀렌화열처리 시(Table 2)는 구형입자 부위 및

기지조직 모두 Se함량이 Ar가스 분위기 열처리에 비해 크

게 증가되고 있고, 기지조직 보다는 구형입자 부위에 더

많이 편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반해, Cu 및 In함

량은 Ar가스 분위기 열처리시 보다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Se함량의 증가에 따른 이들 원소 함량의 상

대적인 감소에 기인된다 사료된다. 단, Ga원소는 그 함량

의 변화가 미미한 특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유사한

결과가 Fig. 1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Ga함량의 변화에서

도 나타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셀렌화열처리에 따라 초

기에 전착된 CIGS박막내 Se의 함량이 변화(증가)하고, 이

로인한 조성의 변화가 발생되며, 이러한 과잉의 Se의 존

재는 박막의 결정성의 저하 및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음

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셀렌화열처리

조건(열처리 온도, 시간 및 Se가스압등)의 정립이 요구된다.
Fig. 8. The XRD patterns the CIGS films annealed under the Ar

and Se gas atmosphere at 500oC.

Fig. 9. The SEM images of the CIGS films for the analysis of chemical composition with AES. (a) annealed under the Ar gas atmosphere

and (b) Se gas atmosphere at 5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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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착법을 이용하여, 약 4.6 um 두께의

CIGS박막을 제조하고, 이 박막은 결정성의 향상을 위해

관상로에서 열처리하였다. 열처리는 휘발에 의한 Se의 감

소가 예상되는 Ar가스 분위기 열처리와 이러한 Se의 휘

발을 방지하여 전착시의 CIGS박막 조성을 유지시키며 결

정화 시킬 수 있는 셀렌화 열처리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

며, 열처리 후 박막의 조성, 조직, 표면형상 및 조도, 두

께 및 결정구조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전착 Cu-In-Ga-Se 전구체 박막은 200oC이상의 열처

리온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결정화가 진행되어, chalcopyrite

구조를 갖게 된다.

2. 전착시 Mo후면전극위의 CIGS입자는 표면이 매우 거

칠며 입자와 입자사이에 많은 틈이 존재하면서 불규칙한

기둥형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200oC이상의 열처리 온

도에서는 확산에 의한 재결정의 효과가 나타나, 입자의

형상은 미세한 주상정 형태로 변화되고, 입자와 입자사

이의 틈이 제거되어 매우 치밀 조직으로 변화하며, 입자

표면도 평탄화되어 표면조도가 크게 향상되며, 이 결과

박막의 두께도 2 um로 감소된다.

3. 과도한 셀렌화 열처리는 CIGS박막내 Se함량을 높

여, CIGS박막의 조성을 변화시키며, CIGS박막을 확산하

여 통과한 Se은 Mo후면전극과 반응하여 MoSe2 화합물을

형성시키며, 이는 Mo후면전극과 CIGS박막사이의 균열발

생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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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CIGS films annealed

under the Ar gas atmosphere.                           (unit : at%)

Element

Location 
Cu In Ga Se

1(spherical particle) 32.7 23.3 2.05 41.95

2(matrix) 35.14 19.67 1.48 43.71

Table 2.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CIGS films annealed

under the Se gas atmosphere.                                   (unit : at%)

Element

Location 
Cu In Ga Se

1(spherical particle) 18.7 11.48 2.36 67.46

2(matrix) 21.65 15.9 1.75 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