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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gh-quality CIGS film with a selenization process needs to be developed for low-cost and large-scale production.

In this study, we used Cu2In3, CuGa and Cu2Se sputter targets for the deposition of a precursor. The precursor deposited by

sputtering was selenized in Se vapor. The precursor layer deposited by the co-sputtering of Cu2In3, CuGa and Cu2Se showed

a uniform distribution of Cu, In, Ga, and Se throughout the layer with Cu, In, CuIn, CuGa and Cu2Se phases. After selenization

at 550oC for 30 min, the CIGS film showed a double-layer microstructure with a large-grained top layer and a small-grained

bottom layer. In the AES depth profile, In was found to have accumulated near the surface while Cu had accumulated in the

middle of the CIGS film. By adding a Cu-In-Ga interlayer between the co-sputtered precursor layer and the Mo film and adding

a thin Cu2Se layer onto the co-sputtered precursor layer, large CIGS grains throughout the film were produced. However, the

Cu accumulated in the middle of CIGS film in this case as well. By supplying In, Ga and Se to the CIGS film, a uniform

distribution of Cu, In, Ga and Se was achieved in the middle of the CIGS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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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u(In,Ga)Se2 (CIGS) 박막 태양전지는 19%이상의 높은

효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와 함께

고효율 태양전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 CIGS 박막

을 제조하는 공정 중 하나인 셀렌화 공정이란 먼저 기판

위에 Cu, In, Ga의 적정 조성 비율을 갖는 전구체를 증

착한 후, 이를 셀레늄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는 2단계의 공

정이다. 통상적으로 전구체는 스퍼터링을 이용해 증착하고

셀렌화 공정은 H2Se의 독성기체를 이용하게 된다.2,3) 이

방법은 저가공정이 가능하고 조성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

에 3단계 동시 진공증발법 공정에 비해 매우 간단하며 대

면적화가 가능한 공정으로 CIGS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에

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2단

계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셀렌화 공정은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우선 Se 원자의 크기는 Cu, In, Ga에 비하여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셀렌화 중에 금속 전

구체 내로 침투하게 되면서 박막 내에서 심한 부피 팽창

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CIGS 박막의 좋지 않은 미

세구조 특성을 초래하고,4,5) 셀렌화 공정 후 CIGS 박막

내 원소의 분포가 불균일하게 된다.6,7)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Cu 금속 전구체 대신 Cu2Se 층을 이용하여 3단계

동시 진공증발법의 액상보조 결정립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미세구조를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8) 그리고 셀렌화 공정

의 마지막 부분에 In 과 Ga을 공급하여 CIGS 박막 내

조성 분포를 균일하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기판으로 Mo이 증착된 소다라임유리를 사용하였다. 전

구체는 초기진공 5 × 10−7 torr 이하에서 Ar 분위기의 3

mtorr 에서 압력을 유지하며 상온의 기판온도에서 증착하

였다. 전구체를 증착시 이용된 세 개의 타겟 중 Cu2Se는

화합물이고 Cu2In3는 Cu와 In의 원자비율이 2:3, CuGa는

Cu와 Ga의 원자비율이 1:1 로 이루어진 합금이다. Cu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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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대신에 Cu2Se 타겟을 사용한 이유는 셀렌화과정에서

전구체박막의 급격한 부피팽창에 의한 스트레스를 완화시

켜주기 위해서이고 또한 Se 분위기에서 약간의 액상을 형

성하여 결정립성장을 도와 주기 때문이다. CIGS 박막을

제조하기 위해 전구체를 1 × 10−6 torr 이하 분위기에서 30

분간 셀렌화 하였으며, 셀렌화 공정 중 기판의 온도는

550oC로 Se은 effusion cell을 이용해 230oC에서 증발시

켜주었다. 본 실험에서 Cu2Se를 이용하여 아래의 각 실

험결과와 같이 전구체를 셀렌화하여 CIGS 박막을 제조

하였으며, 전구체와 CIGS의 미세구조는 SEM, 조성은

EDS, 결정구조는 XRD로 분석하였고, 박막 내 조성 분

포는 AES depth profile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Cu2In3, CuGa, Cu2Se 타겟을 동시 스퍼터링 하

여 증착된 전구체를 셀렌화 한 CIGS의 미세구조

Cu2Se, Cu2In3, CuGa 타겟을 동시 스퍼터링하여 증착한

전구체의 단면구조 개략도는 Fig. 1(a)와 같고 셀렌화 공

정의 시간에 따른 온도 profile은 Fig. 1(b)와 같다. 이렇

게 제조된 CIGS 박막의 조성은 태양전지 흡수층에 적합

하다고 알려져 있는 [Cu]/[In+Ga]~0.91, [Ga]/[In+Ga]~0.3

이 되도록 고정하였다. 본 논문에 데이터를 보여주지는 않

았지만 AES depth profile 분석에서 Cu, In, Ga, Se의 농

도는 매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먼저 Cu2Se 적용

을 통한 액상보조 결정립 성장을 살펴보았다. CIGS 박막

의 두께는 약 1.2 um 이고 미세구조는 Fig. 2(a)에서 나

타나듯이 큰 결정립으로 성장하였지만, 박막 하부에 작은

결정립이 존재하였다. AES depth profile을 이용한 박막

내 조성분포 분석에서 Fig. 2(b)와 같이 박막표면에 In 농

도가 높고 Cu 농도가 낮으며, 박막의 중간부위에 Cu의 농

도가 매우 높게 응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셀렌화 초

기에 In과 Se의 반응성이 높아 In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반

면에 반응성이 낮은 Cu는 안으로 밀려들기 때문으로 사

려된다.

3.2 3-stacked layer 전구체와 이를 셀렌화 한 CIGS

의 미세구조 변화

3.1 절의 CIGS 박막하부에 작은 결정립이 생기는데 구

리농도를 줄여 결정립을 키우기 위하여 Cu2Se를 빼고 Cu-

In-Ga 금속전구체 박막을 도입하였으며, CIGS 박막상부

의 구리밀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표면에 Cu2Se 박막

을 도입한 3-stacked layer 전구체의 개략도는 Fig. 3(a)와

같다. Fig. 3(a)는 먼저 Cu2In3와 CuGa 타겟을 동시 스퍼

터링하여 금속 전구체를 증착한 후, 이 위에 Cu2In3, CuGa

과 Cu2Se 타겟을 동시 스퍼터링하고, 추가로 Cu2Se 층

Fig. 2. (a) Microstructure and (b) AES depth profile of CIGS film with co-sputtered Cu2In3, CuGa and Cu2Se precursor with [Cu]/

[In+Ga] = 0.91.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precursor layer by co-sputtering of

Cu2In3, CuGa and Cu2Se and (b) typical selenization process (sub-

strate temperature profile).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3-stacked precursor layer and (b)

typical selenization process (substrate temperatur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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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스퍼터로 증착한 구조이며 더 큰 결정과 단일 CIGS

막의 성장을 유도하려 하였다. 전구체 하부층의 Cu2In3와

CuGa을 증착한 막은 100 nm 두께로 [Ga]/[In+Ga]의 조성

비가 0.3이 되도록 하고 상부의 Cu2Se 막은 50 nm 두께

Fig. 5. Microstructures of 3-stacked precursor layer (a, b) and CIGS films (c-f) with various [Cu]/[In+Ga] ratios. The [Cu]/[In+Ga] ratios in

c, d, e, and f are 0.71, 0.86, 0.92 and 1.0, respectively.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 of (a) precursor with [Cu]/[In+Ga] = 0.94 and (b) CIGS film with [Cu]/[In+Ga] = 0.92. (2θ scan, θi= 2o). phases:

1. CuGa2; 2. Cu; 3. CuIn; 4. In; 5. Cu2Se; 6. Mo; 7. C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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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중간층의 두께는 600 nm 로 [Ga]/[In+Ga]의

조성비가 0.3이 되고 Cu2Se 타겟의 파워를 변화시키면서

Cu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전

구체를 550oC에서 30분간 셀렌화 공정을 하였으며, 셀렌

화 온도 profile은 Fig. 3(b)에 나와 있듯이 앞 장과 동일

하게 실험하여 CIGS 박막을 제조하였다.

먼저 전구체의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XRD 분석을

하였다. Fig. 4(a)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CuGa2, Cu, CuIn,

In, Cu2Se 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고 전구체를 셀

렌화한 박막은 Fig. 4(b)에서 보이듯이 CIGS 상으로 만 이

루어 졌다. 

Fig. 5(a)와 5(b)는 [Cu]/[In+Ga] = 0.94 일 때 전구체의

단면구조와 표면구조이다. 전구체는 약 750 nm의 두께로

다공성으로 불균일하게 증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결과에는 [Cu]/[In+Ga] 조성비가 0.92인 CIGS 박막

의 전구체에 대해서만 보여주지만 [Cu]/[In+Ga] 조성비가

다른 전구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미세구조를 가졌다. Fig.

5(b)-5(f)는 중간층 증착시 Cu2Se 타겟의 스퍼터링 파워

를 변화시켜 중간층에 구리농도를 변화시킨 후 형성된

CIGS 박막의 단면도이다. EDX 분석으로 [Cu]/[In+Ga]비

가 0.71에서 1.0까지 변화하였다. Fig. 5(b)-5(f)에서 보듯

이 전구체를 셀렌화 후에는 두께가 약 1.5 um 두께로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모두 다 결정립이 매우 큰 박막으로

성장하였다. 중간 전구체의 구리농도변화가 결정립 크기에

는 큰 차이가 없었고 하부에 작은 결정립을 많이 줄어 들

었음을 알 수 있다, Mo 계면 쪽의 박막에서는 작은 결

정립의 막이 소량으로 존재하지만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Fig. 6(a)는 3-stacked layer 전구체의 조성분포이고 Fig.

6(b)는 이 전구체를 셀렌화한 CIGS 박막의 조성분포이

다. 전구체 내부에는 각 원소가 균일한 분포를 보녀주고

있다. 하지만 CIGS 박막에서는 원소가 불균일하게 분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 스퍼터링 증착된 전구체와 마

찬가지로 표면에 In의 농도가 높고 구리의 Cu의 농도가

낮다. 그리고 Cu의 경우, 표면에서는 농도가 낮지만 박

막내부로 갈수록 증가하여 박막의 중간에서 가장 높은 농

도를 보이고, Mo 계면 쪽에서 감소하게 된다. Se의 경

우에서도 박막 내에서 불균일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는 일반적으로 금속 전구체를 셀렌화 하였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다.6) 이러한 거동은 CuxSe 상이 CIGS의 결정립 크

기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하지만, CIGS의 성장 중에 3족 원

소의 이동도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9-11) 또

한 [Ga]/[In+Ga] 조성비가 Mo 계면 쪽에 많음에 따라

CIGS 박막이 두층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인다.12) 결과

적으로 In과 Se의 반응성이 커서 In이 면으로 나오고 반

은성이 낮은 구리가 안으로 밀려드는 분포를 유지하고 있

다. 3-stacked layer 전구체 구조로 비로 결정립은 크게 키

우고 거의 균일한 막을 제조할 수 있었지만 깊이별 균일

한 조성분포를 구현하기는 어려웠다.

3.3 2-stacked layer 전구체의 셀렌화 및 CIGS 표

면에 In, Ga, Se 동시공급으로 농도분포 개선

3.1절의 Cu2In3, CuGa,Cu2Se 타겟을 동시 스퍼터링 하

여 증착된 전구체와 3.2절의3-stacked layer 전구체로 제

조된 CIGS 박막은 Cu2Se에 의한 액상보조 결정립 성장

으로써 큰 결정립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CIGS 박막 내 깊

이별 조성분포는 불균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Cu의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1차로 CIGS 박막성장 후

Fig. 6. AES depth profiles of precursor (a) with [Cu]/[In+Ga] = 0.94 and (b) CIGS film (b) with [Cu]/[In+Ga] = 0.92.

Fig. 7. (a) Schematic diagram of 2-stacked precursor layer and (b)

selenization process with an additional supply of In, Ga and Se on

CIGS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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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a, Se을 추가로 공급해 주어 박막내 조성분포를 균

일하게 변화시켜 주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3.2절의 3-stacked layer 전구체에서 상

부의 Cu2Se 층을 증착하지 않고 2-stacked layer 전구체

를 형성하여 CIGS 박막을 제조하고 이후 Cu, In, Se을

공급하여 조성을 조정하였다. Fig. 7(a)는 2-stacked layer

전구체의 개략도이고 이렇게 준비된 전구체를 Fig. 7(b)

와 같이 30분 셀렌화 후 In, Ga, Se의 추가공급 시간을

변화시켜 CIGS 박막을 제조하였다. 초기진공과 Se의 증

착온도는 앞의 조건과 동일하며, In의 증착온도는 895oC,

Ga은 증착온도는 955oC이다.

Fig. 8은 2-stacked layer 전구체를 In, Ga, Se을 후속

공급하여 셀렌화 한 CIGS 박막의 미세구조이다. 두께가

모두 약 2 µm의 두께를 갖고 있고, In과 Ga의 공급시간

을 증가시킴에 따라 [Cu]/[In+Ga] 조성비가 점차 감소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립의 크기는 앞의 결과

와 같이 In과 Ga의 공급시간에 상관없이 크기가 큰 결

정립이 얻어졌지만 5분 이상 공급한 경우에는 약간의 감

Fig. 8. Microstructure of CIGS films with various [Cu]/[In+Ga] ratios by supplying In, Ga and Se for (a) 0 (b) 2.5 (c) 5 and (d) 7.5 min

on CIGS surface. The [Cu]/[In+Ga] ratios in a, b, c, and d are 1.02, 0.81, 0.71 and 0.65, respectively. 

Fig. 9. AES depth profiles of CIGS film (a) without and (b) with supplying In, Ga and Se on CIGS surface. The [Cu]/[In+Ga] ratios in a and

b are 1.02 and 0.7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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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보였으며 여전히 작은 결정립과 큰 결정립의 두 층

으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 계면 쪽의

[Ga]/[In+Ga] 조성비가 높음에 따라서 미세구조에서 결정

립이 작은 막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Fig. 9(a)는 In,

Ga, Se을 공급하지 않고 30분간 셀렌화 하여 얻은 박막

의 AES depth profile 결과이다. 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각

원소별 조성분포가 불균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In, Ga, Se을 공급해 주어 제조된 CIGS 박막은 Fig.

9(b)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성분포가 크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박막 표면에서 중앙부까지 각 원소의 분포가 균

일하게 개선되었으며, Cu의 조성이 높은 영역이 줄어든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부의 높은 구리농도를 줄이기 위

해서는 스퍼터 타겟합금 내의 구리농도를 줄임으로서 가

능하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표면에 In,

Ga, Se를 추가로 공급함으로서 스퍼터 증착된 박막내의 인

듐, Ga, 및 구리의 농도분포를 균일하게 제조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Cu2In3, CuGa, Cu2Se를 적용 시켜 CIGS

박막의 결정립 크기 변화, 미세구조 변화, CIGS 박막내

의 구성요소들의 농도분포를 분석하고 개선하였다. Cu2In3,

CuGa, Cu2Se를 동시 스퍼터링하여 제조한 전구체를 셀렌

화한 CIGS 박막은 Cu2Se의 액상보조 결정립 성장에 따

른 큰 결정립 성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하부의 작은 결

정립 층이 존재하였고 또한 깊이별 조성분석 결과 박막

표면에 In농도가 높고 구리농도가 낮으며 박막중간부에 구

리농도가 매우 높아지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동시 스퍼터된 전구체의 표면에 Cu2Se층을 증

착하고 아래에 Cu-In-Ga 합금층을 증착한 3-stacked layer

전구체 구조를 만들어 CIGS 박막을 제조하였다. 이 경우

결정립이 큰 단일막을 제조하였으나 인듐과 구리의 농도

재분포를 막지는 못하였다. CIGS 박막내의 농도분포가 불

균일한 특성을 가진 박막의 깊이별 조성분포를 균일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동시 스퍼터된 구리전구체의 아래쪽에 Cu-

In-Ga 합금층만 들어간 2-stacked layer 전구체를 셀렌화하

여 CIGS박막을 형성시키고 그 표면에 추가로 In, Ga, Se

를 동시 공급하였다.그 결과 CIGS 박막 내부의 각 원소

의 조성분포는 중앙부에서 표면까지 균일한 분포를 가졌

으며, In, Ga, Se을 추가로 공급하지 않은 CIGS 박막과

2.5분 공급한 [Cu]/[In+Ga] 조성비가 0.81인 박막은 큰 결

정립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In, Ga, Se를 5분 이상 공

급하였을 때, 결정립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Mo

계면 쪽의 Cu 조성이 여전히 높고 [Ga]/[In+Ga] 조성비

가 높음에 따라 결정립이 작은 막이 존재하는 것은 좀 더

CIGS 박막 내 조성분포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

분이다. 그러나 Cu2Se를 이용한 큰 결정립의 미세구조를

가진 CIGS 흡수층을 얻을 수 있었고 CIGS 형성 후 추

가로 In, Ga, Se를 공급하여 조성의 농도분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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