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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 thin films were used for the back electrode because of the low resistivity in the Mo/CuInGaSe2 contact in

chalcopyrite solar cells. 1 µm thick Mo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soda lime glass by varying the Ar pressure with the dc-

magnetron sputtering process. The effects of the Ar pressure on the morphology of the Mo back electrode were studied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rphology and electro-optical properties, namely, the resistivity as well as the reflectance of the

Mo thin films, were investigated. The resitivity increased from 24 µΩ·cm to 11833 µΩ·cm; this was caused by the increased

surface defect and low crystallinity as the Ar pressure increased from 3 × 10−3 to 3 × 10−2 Torr. The surface morphologies of

the Mo thin films changed from somewhat coarse fibrous structures to irregular and fine celled strucutures with increased surface

cracks along the cell boundaries, as the Ar pressure increased from 3 × 10−3 to 3 × 10−2 Torr. The changes of reflectances in the

visible light range with Ar pressures were mainly attributed to the surface morphological changes of the Mo thin films. The

reflectance in the visible light range showed the highest value of 45% at 3 × 10−3Torr and decreased to 18.5% at 3 × 10−2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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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몰리브덴 박막은 전기적 저항이 낮고, 열적 화학적으

로 안정하며,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여러 종류 소자의

전극으로 사용되어 왔다. 몰리브덴 박막은, 특히 CIGS와

같은 화합물 반도체 박막형 태양전지의 후면 전극으로 흔

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광흡수층 재료인 화합물 반도

체 박막과의 낮은 접촉저항, 유리 기판과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의 우수한 접착력 및 열적 안정성에 기인된다.1) 그

러나 후면 전극으로서의 Mo의 이러한 특성들은 몰리브

덴 박막 증착시 몰리브덴 박막의 표면형상, 미세조직 및

박막 내부의 결함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고,2-5) 우수한 특성의 몰리브덴 박막 제조를 위해서는 최

적의 증착조건 정립이 요구된다.

몰리브덴 박막의 증착에는 주로 스퍼터링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스퍼터링법에 의해 우수한 특성의 몰리브덴

박막이 용이하게, 또한, 재현성 있게 얻어 질 수 있기 때

문이고, 이러한 박막 증착을 위해서는 Ar 분압, 증착 온

도 및 증착 출력 등 증착 조건이 정립되어야 한다. 스

퍼터링법은 고에너지 및 저반응성 이온인 Ar 이온을 타

겟 표면에 충돌시켜 타겟 표면의 원자들을 방출시켜 기

판에 증착시키는 방법으로, 진공 챔버 내의 Ar 분압 조

건은 몰리브덴 전극의 비저항 및 유리 기판과의 접착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6)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Ar 분압을 변수로 하여 두께 1 µm의 몰리브

덴 박막을 유리 기판위에 증착시킨 후 몰리브덴 박막의

조직특성을 조사하고, 이들이 몰리브덴 박막의 비저항, 반

사율 등 전기광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기판으로는 10 × 35 × 0.4 mm 의 soda-lime glass (GST

사)가 사용되었고, 이 기판을 초음파 세척 및 건조 후,

DC magnetron sputtering 장치를 이용하여 몰리브덴 박막

을 증착 하였다. 몰리브덴 타겟으로는 50mmdia × 1/2 mm

T의 99.99%의 고순도 타겟이 사용되었다. 진공챔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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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공은 5 × 10−6 Torr 이하 이었고, 주게이트 밸브와

MFC를 이용하여 Ar 분압을 3 × 10−2 ~ 9 × 10−3 Torr에서

변화 시켜가며, 약 1 µm 두께의 몰리브덴 박막을 증착

하였다. 이때 타겟과 기판 사이의 거리는 50 mm로 고정

시켰고, 박막의 균일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12 rpm의 속

도로 기판을 회전시켰으며, 증착시 출력은 100 watt로

DC power를 고정시켰다. 

증착 후, 몰리브덴 박막의 비저항을 four point probe

(Napson사의 RT-8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박막 표면

에서 임의의 7개 지점을 측정한 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평균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몰리브

덴 박막의 반사율을 spectrophotometer (Konica사의 CM-

3600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박막의 표면 중 임의의

3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을 취하였다.

몰리브덴 박막의 표면 및 수직 단면 형상의 분석에는

FE-SEM (Carl Zeiss사의 Supra-60 모델)이 사용되었고,

결정구조 분석에는 XRD (Rigaku사의 SmartLab)가 사용

되었으며, 표면조도 측정에는 AFM (Veeco사의 Dimension

V 모델)이 사용되었다. 

3. 결과 및 분석

3.1 Ar 분압에 따른 몰리브덴 박막의 조직

Fig. 1(a~e)는 각각 3 × 10−3, 5 × 10−3, 7 × 10−3, 9 × 10−3,

3 × 10−2 Torr의 Ar 분압에서 증착된 몰리브덴 박막표면의

SEM 사진이다. (a)에서 몰리브덴 박막표면은 짧고 굵은

섬유 형상의 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Ar 분압이 증가함

에 따라(b~e) 미세한 불규칙 셀 형상으로 변화하고, 셀

경계면을 따라 곳곳에 크랙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a-e)는 Ar 분압에 따른 몰리브덴 박막 표

면의 AFM 이미지이다. 여기서 Ar 분압이 가장 낮은 경

우에는(a) 표면 형상은 매우 불규칙하였으나, Ar 분압이

Fig. 1. The surface images of Mo thin films (a) 3 × 10−3 Torr, (b) 5 × 10−3 Torr, (c) 7 × 10−3 Torr, (d) 9 × 10−3 Torr and (e) 3 × 10−2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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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평탄화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Fig. 3

에 몰리브덴 박막의 표면 조도(Ra) 측정 결과를 나타내

었다. 3 × 10−3 - 3 × 10−2 Torr의 Ar 분압에서, 표면 조도는

Ar 분압과 일정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고, 3× 10−3

- 9 × 10−3 Torr의 Ar 분압에서는 1-2 nm의 좁은 범위내에

서 변화하고 있고, Ar 분압이 가장 높은 3 × 10−2 Torr에

서는 표면 조도는 1 nm이하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 주

고 있다. 전체적으로 몰리브덴 박막의 표면 조도는 주어

진 Ar 분압에서 2 nm이하라는 매우 낮은 표면조도를 보

이고 있어, 기판의 표면조도가 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CIGS박막 결정립의 미세화, 기판으로부터 CIGS박막으로

의 원소의 확산 및 분로(shunt path)에 따른 태양전지의

성능저하는 발생7)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4(a-e)는 Ar 분압에 따른 몰리브덴 박막의 수직 단

면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Ar 분압이 10−3 Torr로 낮은 경

우(a), 몰리브덴 박막은 주상정 형상으로 기판에 대해서

수직방향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 Ar 분압이 증가할수록

(b~e) 몰리브덴 박막의 결정은 초기에 잘 성장된 주상정

형상으로부터 점차로 벗어나 부분적으로 등축정 형상으

Fig. 2. The AFM images of Mo thin films with Ar pressures (a) 3 × 10−3Torr, Ra = 1.59 nm, (b) 5 × 10−2Torr, Ra = 1.97 nm, (c) 7 × 10−3

Torr, Ra = 1.60 nm, (d) 9 × 10−3 Torr, Ra = 2.44 nm and (e) 3 × 10−2 Torr, Ra = 0.50 nm.

Fig. 3. The surface roughnesses of Mo thin films with Ar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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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천이되고 있고(b-d), Ar 분압이 3 × 10−2 Torr로 높은

경우(e)에는 결정립계가 사라지고, 유리기판과 몰리브덴

박막 사이에 틈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틈은 Ar 분압

이 높은 경우, 박막 내부에 O, H, Ar 등의 침투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Fig. 5는 Ar 분압에 따른 몰리브덴 박막의 XRD 분석

결과이다. 여기에서, 몰리브덴 박막의 우선성장면인 (110)

면의 피크는 2θ = 40° 부근에서 관찰되었고, 이는 몰리

브덴 박막이 입방체(cubic) 결정구조를 가지고 성장한 것

을 의미한다. 이 우선성장면 피크는 Ar 분압이 증가할

수록 점차로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결과는 Fig. 4에서는

주상정 형상에서 등축정 형상으로의 천이로 나타나게 된

다. Ar 분압 이외에 몰리브덴 박막의 우선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증착 온도 및 증착 출력이 있고,1) 몰

리브덴 박막을 우선성장면인 (110) 면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Ar 분압을 낮추고, 아울러 증착 온도 및 증착

출력이 낮은 조건에서 박막을 성장시켜야 한다. (110)면

피크의 반치폭(FWHM) 또한 Ar 분압의 증가에 따라 감

소하고 있는데 이는 Ar 분압의 증가로 인해 박막의 결

정성이 약화되거나 또는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8)됨을 의

미하고, 이러한 결과는 Fig. 1 및 4의 SEM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Ar 분압의 증가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몰리

브덴 박막의 비저항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8) 한편, 우

선성장면인 (110) 면의 피크 이외에 2차상 피크인 (200)

면과 (211)면의 피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2차상

피크들은 Ar 분압이 높아질수록 점차로 소멸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Ar 분압이 가장 높은 3 × 10−2 Torr의

경우 우선성장면의 피크와 2차상 피크 모두가 점차로 감

소하고 피크의 반치폭도 매우 감소하여 비정질에 가까

운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몰리브덴 박막의 조직은 이 박막 위에서 성장할 CIGS

박막의 결정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우선

Fig. 4. The vertical cross-sections of Mo thin films (a) 3 × 10−3Torr, (b) 5 × 10−3Torr, (c) 7 × 10−3Torr, (d) 9 × 10−3Torr and (e) 3 × 10−2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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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면인 (110) 면으로 성장된 몰리브덴 박막은 CIGS 박

막의 우선성장방향인 (112) 면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2차

상에 해당하는 (200) 및 (211) 등의 결정성장면은 CIGS

박막의 (112)면의 성장을 제한하게 된다.1,8) 따라서, 몰리

브덴 박막의 2차상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증착 온도와

증착 출력에 관계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3.2 Ar 분압에 따른 몰리브덴 박막의 전기광학적 특성

Fig. 6은 몰리브덴 박막 제조시 Ar의 분압 변화에 따

른 비저항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은 four point

probe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5개 지점의 평균값을

나타낸 결과이다. Ar 분압이 증가할수록 몰리브덴 박막

의 비저항은 3 × 10−3 Torr에서 24 µΩ·cm의 낮은 비저항을

나타냈으나 Ar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비저항은 선형적으

로 증가하여, 3 × 10−2 Torr의 높은 Ar 분압에서는 11833

µΩ·cm의 높은 비저항을 보였고, 그 원인은 다음과 같

이 설명된다. Ar 분압이 높은 경우, 타겟과 충돌하는 Ar+

이온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이에따라, 타겟에서 분리

된 몰리브덴 분자의 운동 에너지도 감소하게 되어,1) 우수

한 결정성을 가진 몰리브덴 박막을 성장시킬 수 없다. 또

한, Ar 분압이 높은 경우, 진공챔버 내에 존재하는 산소

나 Ar+ 이온 또는 Ar 분자 등이 박막 표면에 침투하여

표면 결함을 생성시킨다. 즉, Ar 분압 증가에 따른 박막

의 결정성 저하 및 표면 결함의 증가가 몰리브덴 박막

의 비저항을 증가시킨 원인이다. 

화합물 반도체 CIGS 태양전지에서 CIGS 박막을 통과

한 태양광은 몰리브덴 전극 표면에서 다시 CIGS 박막

내부로 반사되고, 따라서, 몰리브덴 박막의 광 반사율은

CIGS 태양전지의 효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Fig. 7은 Ar

분압에 따른 몰리브덴 박막의 광 반사율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광 반사율은 Ar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로 감

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3 × 10−3 Torr에서는 가

시광선 영역에서 최대 45%의 반사율을 나타고 있다. 일

반적으로 금속 박막은 표면 조도가 감소할수록 광 반사

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3 × 10−3 - 9 × 10−3 Torr의

Ar 분압에서는 표면 조도는 1-2 nm의 좁은 범위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Ar 분압이 가장 높은 3 × 10−2

Torr에서는 표면 조도는 1 nm이하로 감소되고 있다. 이

와같이 몰리브덴 박막의 표면 조도는 주어진 Ar 분압 범

위에서 2 nm이하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몰리

Fig. 7. Reflectances of Mo thin films with Ar pressures; (a) 3 × 10−3

Torr, (b) 5 × 10−3 Torr, (c) 7 × 10-3 Torr, (d) 9 × 10−3 Torr, (e)

2 × 10−2 Torr and (f) 3 × 10−2 Torr.

Fig. 5. XRD patterns of Mo thin films deposited by DC magnetron

sputtering with Ar pressures; (a) 3 × 10−3 Torr, (b) 5 × 10−3 Torr, (c)

7 × 10−3 Torr, (d) 9 × 10−3 Torr and (e) 3 × 10−2 Torr.

Fig. 6. Resistivities of Mo thin films with Ar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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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덴 박막의 광 반사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몰리브덴 박막의 광 반사율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 다른 요인이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Fig. 1(a~e)

의 몰리브덴 박막 표면의 SEM 분석에서, Ar 분압이 3 ×

10−3 Torr로 낮은 몰리브덴 박막 표면은 치밀한 섬유상으

로 나타나 있는데 반해, Ar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셀 형

상으로 변하며 동시에 미세해지고 있으며, 셀 경계면을

따라 크랙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

러한 표면형상의 변화 및 표면결함의 증가가 태양광의

난반사를 촉진시켜 광 반사율 감소의 주원인이 된 것으

로 사료된다. 

4. 결  론

낮은 비저항과 높은 광 반사율을 얻기 위한 몰리브덴

후면 전극의 스퍼터링 증착 조건을 정립하기 위하여, 3 ×

10−3 Torr ~ 3 × 10−2 Torr Ar 분압에서 몰리브덴 박막을 증

착시켜 몰리브덴 박막의 조직 및 물성특성을 분석하였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Ar 분압의 증가에 따라 몰리브덴 박막의 비저항은 3 ×

10−3 Torr에서 24 µΩ·cm, 3 × 10−2 Torr에서 11833 µΩ·cm

로 증가하였으며, Ar 분압증가에 따른 박막의 결정성 저

하 및 표면결함의 증가가 몰리브덴 박막의 비저항을 증

가시킨 원인이다. 또한, 3 × 10−3 Torr Ar 분압에서, 몰리

브덴 박막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최대 45%의 광 반사율

을 나타내고 있으나, Ar 분압의 증가에 따라 18.5%까지

감소한다. Ar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몰리브덴 박막의 표

면 형상은다소 조대한 섬유상에서 불규한 셀형상으로 변

화하고, 미세화하며, 아울러, 셀 경계면을 따라 크랙 발

생도 증가하는데, 이러한 몰리브덴 박막의 표면 형상의

변화 및 표면결함의 증가가 태양광의 난반사를 증가시켜

Ar 분압의 증가에 따른 광 반사율 감소의 주 요인으로

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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