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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lcogenide-based semiconductors, such as CuInSe2, CuGaSe2 , Cu(In,Ga)Se2 (CIGS), and CdTe have attracted

considerable interest as efficient materials in thin film solar cells (TFSCs). Currently, CIGS and CdTe TFSCs have demonstrated

the highest power conversion efficiency (PCE) of over 11% in module production. However, commercialized CIGS and CdTe

TFSCs have some limitations due to the scarcity of In, Ga, and Te and the environmental issues associated with Cd and Se.

Recently, kesterite CZTS, which is one of the In- and Ga- free absorber materials, has been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as

a new candidate for use as an absorber material in thin film solar cells. The CZTS-based absorber material has outstanding

characteristics such as band gap energy of 1.0 eV to 1.5 eV, high absorption coefficient on the order of 104 cm−1, and high

theoretical conversion efficiency of 32.2% in thin film solar cells. Despite these promising characteristics, research into CZTS-

based thin film solar cells is still incomprehensive and related reports are quite few compared to those for CIGS thin film solar

cells, which show high efficiency of over 20%. The recent development of kesterite-based CZTS thin film solar cells is

summarized in this work. The new challenges for enhanced performance in CZTS thin films are examined and prospective

issues are addressed as well.

Key words thin film solar cells, Cu2ZnSn(S1-x,Sex)4 (CZTS), absorber materials, abuntant and non-toxic materials, cost

effiective materials.

1. 서  론

최근, 다결정 CdTe, CuInSe2, Cu(In,Ga)Se2 (CIGS)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전지는 거의 산업화 단계에 접어 들

었다.1) 특히, CdTe나 CIGS 태양전지의 경우 연구실 단

위에서 각각 16.9%(NREL, 미국)와 20.3%(ZSW, 독일)의

변환 효율을 획득하고 있는 반면 모듈의 경우 CdTe는

First solar(미국)사가 약 10%의 변환 효율을 CIGS의 경

우 Wuerth Solar GmbH(독일)사가 11.5%의 변환 효율을

갖는 태양전지를 판매하고 있다.2-4) 하지만 CIGS나 CdTe

기반 태양전지는 중금속인 Cd 사용의 제한성과 In과 Te

의 공급의 제한성 (희귀 금속) 때문에 태양전지의 상업

화는 상당히 제한된다.5) 최근 액정이나 대면적 평판 디

스플레이 소자의 투명 전극으로 널리 사용되는 Indium tin

oxide (ITO)의 In은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전세계적

인 In의 매장량은 다른 원소들에 비하여 매우 적어 In

의 가격이 급상승 될 것으로 예상된다.6) 최근 보고된 문

헌에 의하면 2020년 이후에 50 GW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In량은 전세계 1년 동안 In의 생산량의 10

배가 예상된다.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가의 범

용 원소와 독성이 없는 물질을 이용하여 합성된 광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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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전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본 논문은 CdTe나 CIGS 박막 태양전지를 대체하여

희귀 원소(In, Te)나 독성 물질(Cd)이 없는 광흡수층 물

질인 Cu2ZnSn(Sx,Se1-x)4 (CZTS)에 대하여 소개하고 CZTS

태양전지의 제조 기술 개발 현황과 이슈에 대하여 논하

겠다.

2. CZTS 박막 태양전지

2.1 CZTS

Fig. 1은 일반적인 박막 화합물 태양전지의 원리 및 구

조 개략도 이다. 태양전지는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반도체 소자

이다. 광기전력 효과란 반도체의 pn 접합부나 정류작용이

있는 금속과 반도체 경계 면에 강한 빛을 입사시키면, 반

도체 중에 만들어진 전자와 정공이 접촉전위차 때문에 분

리되어 양쪽 물질에서 서로 다른 양쪽 물질에서 서로 다

른 종류의 전기가 나타나는 현상이다.1) 태양전지에 빛이

입사되면 반도체 내의 전자와 전공이 여기 되어 반도체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된다. 이동하다가 pn 접합에 의해

생긴 전계에 들어오면 전자는 n-type 반도체에 전공은 p-

type 반도체에 이르고 전극을 통해 내부의 전자가 외부

회로에 이르고 전극을 통해 내부의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면 전류가 발생한다.1) 일반적인 박막 화합물 태양전

지(CIGS나 CZTS)는 하부 전극(back electrode) /광흡수층

(p-type)/버퍼 층 및 상부 전극(n-type)/전극의 다층 박막

의 구조를 갖고 있다.1-4) 하부 전극 물질로 광흡수층과의

옴익 접합, 고온의 열처리에서 우수한 안정성을 갖는 Mo

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부 전극의 Mo 박막은 주

로 DC 스퍼터 방법으로 박막을 증착하며, 비 저항이 낮

아야 하고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하여 박리현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유리기판에의 점착성이 뛰어나야 한다.1) 이

러한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항이 높고 접착력이 좋

은 층을 아래쪽에 증착을 하고 그 위에 저항이 낮은 박

막을 형성하는 2중 구조의 박막을 증착하여 배면전극을

형성하고 있다.4) 박막 화합물 태양전지에는 p-type의 광

흡수층과 n-type 상부전극의 pn 접합을 형성한다. 하지만

두 물질은 격자상수와 에너지 밴드갭의 차이가 크기 때

문에 질이 좋은 접합을 형성하기 위하여 두 물질의 중

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버퍼 층이 필요하다.1) 현재 CZTS

나 CIGS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전지에서 가장 높은 변

환 효율의 태양전지에 사용되고 있는 버퍼 물질은 CdS

이다. CdS 버퍼 층은 일반적으로 chemical bath depos-

ition (CBD)방법을 이용하여 50-100 nm 정도의 박막을 형

성한다. CBD법은 용액 내에 적정량의 Cd, S이온을 만들

고 용액의 pH을 조절 후 용액의 온도를 상승시켜 Cd와

S이온이 반응하게 하여 박막을 제조한다.4) CdS는 n-type

반도체이며, 2.46 eV의 밴드갭 에너지를 갖는다. CBD 증

착방법은 타 공정에 비하여 값싼 공정으로 우수한 특성

을 갖는 버퍼 층을 얻을 수 있지만 Cd 물질의 독성과

습식 공정의 양산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다. N-

type의 상부 전극은 광흡수층과 pn 접합을 형성되고 빛

에 의해 생성된 전하 전송자가 전극 쪽으로 이동해야 하

기 때문에 낮은 비 저항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높은 투

과율의 특성이 좋아야 한다.4)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부 전극의 물질은 ZnO로 에너지 밴드갭이 3.3 eV

이고 가시 광선 영역에서 80% 이상의 높은 광 투과도를

가진다. 또한 삼족 원소(B, Al, Ga, In등)의 원소를 도핑

하여 더 향상된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갖는 상부 전극을

얻을 수 있다. ZnO 기반의 상부 전극은 일반적으로 RF

sputtering 방법으로 증착한다.4) 전극은 태양전지 표면에서

의 전류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Al 또는 Ni/Al이 일반

적이다. 전극 면적은 태양광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효율의 손실요인으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1)

Fig. 2은 In과 Ga을 포함하지 않는 광흡수층의 개략도

이다. CZTS는 CIGS에서 3족 원소인 In과 Ga을 2족 원

Fig. 1. Schematic diagrams of basic structure and principle for thin

film solar cells.

Fig. 2. Schematic diagrams of In and Ga free CZTSS absorbe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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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Zn와 4족 원소인 Sn로 대체한 것으로, CIGS에 비

하여 저가의 원소와 독성이 없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저 독성 및 저가의 박막 태양전지를 구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5) 또한 CZTS는 가시 광선 영역 내에서

104 cm−1의 높은 광 흡수 계수와 1.5 eV의 직접 천이 밴

드갭 에너지 특성을 갖기 때문에 박막 태양전지의 광흡

수층 물질로 가장 적합하다.4) 

Fig. 3은 각 년도 별 CZTS을 주제로 연구한 한 SCI

논문의 편수이다. 2009년 이전에는 CZTS에 관한 연구가

몇몇의 소수 연구 그룹에서만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 CIGS

의 대체 물질로 주목 받아 다양한 증착방법의 연구가 진

행되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90편이 넘는 연

구 논문이 발표 되었을 정도로 많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미국의 IBM 부설 연구소 D.B.

Mitzi 그룹에 D. Aaron은 용액 법을 이용하여 In과 Ga

이 포함되지 않은 CZTS 광흡수층을 합성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박막 태양전지를 제조 하였고 10.1%의 가

장 높은 변환 효율을 보고 하였다.7) 

Fig. 4은 최근 3년 동안 증착방법 별 CZTS을 주제로

연구한 SCI 논문의 편수이다. 물리 증착법의 대표적인 방

법인 sputtering, evaporation, PLD 방법은 조금씩 증가

하였으나, 용액 법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인 electrodeposi-

tion, spray method, nano particle based method등은 급

격히 많은 연구가 보고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기

존의 CIGS 박막 태양전지에서 고가인 In과 Ga의 대체

그리고 높은 효율을 획득하기 위한 고가의 진공 증착방

법(3단계 evaporation)에서 기인한 제조 단가의 상승 문

제를 해결하고 저가의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초저가 고

효율 태양전지 구현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1)

2.2 CZTS 결정구조

Cu2(MII,MIV)(Sx,Sex-1)4 (MII = Mn, Fe, Co, Ni, Zn, Cd,

Hg ; MIV = Si, Ge, Ga)의 형태로 구성된 Chalcogenide을

기반으로 하는 화합물은 직접 천이형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태양전지 및 기타 다양한 광 소자에 널

리 이용된다.1) Kesterite CZTS의 결정 구조는 Cu2(MIII)

(S,Se)4 결정 구조에서 MIII의 원소를 절반씩 MII와 MIV로

치환한 구조이다.1)
 결정학적으로, CZTS는 stannite type

(공간군 : I 2 m)와 kesterite-type (공간군 : I )의 두 가지

결정 구조로 알려져 있다.1) 두 결정 구조는 Cu와 Zn 원

소의 배열 순서의 차이를 빼고는 거의 비슷하지만 기존

에 보고된 문헌에 의하면 kesterite CZTS 구조가 stannite

type 구조 보다 열역학적 안전성이 우수하다.8,9) Kesterite

구조는 이성분계 화합물에서 구성 원소의 상호 혹은 일

부 치환을 거쳐 삼성분계 또는 사성분계를 형성한다.9) 이

러한 이성분계에서 사상분계로의 변화는 기존의 물질이 갖

고 있는 결정 구조 골격을 변화 시키지 않고 물리 및 화

학적 특성을 변화 시킨다.1) Zinc blende 구조 (공간군 :

F 3 m)을 갖는 이성분계인 ZnS에서 Zn을 Cu(I)과 Ga(III)

4 4

4

Fig. 3. Number of CZTSS-based SCI papers with different years.

Fig. 4. Number of CZTSS-based SCI paper with different deposition

methods for last 3 years. Fig. 5. Crystal structure of kesterite CZT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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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환 되어 CuGaS2을 형성하고 한번 더 치환하여

Cu2ZnGeS4나 Cu2ZnSnS4을 형성한다.9,10) Fig. 5은 Kesterite

CZTS의 결정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각 금속은 4개

음이온인 S과 결합을 이루고 있고, Cu/Zn/S-S/CuSn/S-S

와 같은 배열로 금속과 S가 주기적으로 배열 되어 있는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다.1,4) 

2.3 CZTS 합성 방법

일반적인 CZTS 광흡수층의 합성 방법은 전구체를 제

조하고 후열처리 후 제조하는 CIGS을 합성 하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1,4) Fig. 6은 CZTS 광흡수층 제조 방법

에 대한 개략도 이다. 전구체를 제조하는 방법은 CZTS

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를 한번에 증착하는 방법과 금속

이나 이성분계 화합물을 적층하는 방법 그리고 나노 입

자를 박막 형태로 만든 전구체 등이 있다.2,5) 전구체 박

막은 다양한 물리 및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서 만들 수

있다.1) 기존의 논문에 의하면 진공법은 sputtering, evapo-

ration, PLD 등이 있고, 비 진공법은 electrodepositon, spray

syrolysis, spin coating, nanocrystals 방법 등이 있다.1-5)

전구체 박막을 품질 좋은 CZTS 광흡수층 물질로 합성하

기 위하여, 후열처리 과정을 거친다. 후열처리 과정에서는

전구체에 부족한 S나 Se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위하여 S,

Se 분말이나 H2S, H2Se 가스를 이용하여 450oC~600oC의

온도에서 열처리가 진행된다.1-5) Fig. 6의 sputtering 방법

으로 Cu/SnS2/ZnS 적층형 전구체 박막과 후열 처리 후

CZTS 박막의 단면 FE-SEM 이미지다. 적층형 전구체 박

막은 다른 두께를 갖는 각층의 물질을 확인 할 수 있었

으며 황화 후열 처리 후에는 매우 치밀한 구조를 갖는

CZTS 박막을 관찰 할 수 있었다. 

2.4 CZTS 박막 태양전지 역사

Ito와 Nakazawa는 1988년에 Stainless 기판 위에 투명

한 CdO 박막과 CZTS 박막의 이종접합 구조를 갖는 소

자를 제조하여 개방 전압이 165 mV의 광기전력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하였다.11) 1997년, Friedlmeier은 n-

ZnO 상부 전극/n-CdS 버퍼 층/p-CZTS 구조의 이종 접

Fig. 6. Synthesis method for CZTSS-based absorbe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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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소자를 제조하여 2.3%의 변환 효율을 획득하였다.4)

한편 H. Katagiri는 1997년에 Mo가 증착된 기판 유리

위에 CZTS을 합성하고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2.63%을 달

성하였고 공정의 최적화를 거쳐 5.45%의 변환 효율을 보

고하였다.5) 고 진공 유지가 가능한 황화 시스템을 CZTS

광흡수층 합성 과정에 도입을 통하여 6.77%의 변환 효

율을 획득하였다.6,12,13) CZTS 기반 태양전지의 최고 변환

효율은 미국의 IBM 회사 부설 연구소의 D.B. Mitzi 그

룹에 D. Aaron이 보고한 10.1%이다.7) 모든 원소가 포함

된 슬러리 형태의 전구체 용액을 제조하고 이 용액을 스

핀 코팅하여 전구체 박막을 제조하고 S나 Se을 포함된

분위기에서 열처리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CZTS 광흡수

층을 제조 하였다.7) 

2.5 CZTS 박막 태양전지 변환 효율 현황

Fig. 7은 년도와 증착방법에 따른 CZTS 박막 태양전

지의 변환 효율 그림이다. 2007년까지는 H. Katagiri 그

룹이 CZTS 관련 연구를 주도 하였으며, 진공법인 evapo-

ration과 spu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 5.45%와 6.77%

을 달성하였다.5) 2007년 이후 다양한 제조방법을 이용

하여 CZTS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IBM의 부설 연구소의

주도적인 연구 결과로 용액 법을 기반으로 Cu, Zn, Sn,

S, Se의 모든 원소를 포함한 슬러리 전구체 용액을 이

용하여 전구체 박막을 제조하고 황화 및 셀렌화 열처리

과정을 거쳐 10.1%의 가장 높은 변환 효율을 획득 하

였다.7) 한편 evaporation과 electrodeposition방법으로 제조

된 CZTS 박막을 기반으로 하여 8.4%와 7.2%의 변환 효

율을 획득하였다.14,15) 그 외 PLD 방법은 3.14%(한국 전

남대),16) Sol-Gel 용액을 기반으로 하는 sol-gel기반 spin

coating 방법은 2.31%(일본 Nagaoka Univ.),17) 나노 입자

를 기반으로 하는 용액 법으로 7.2%(미국 IBM)18)의 변

환 효율을 획득하였다. 

3. CZTS 기반 박막 태양전지 개발 현황

3.1 진공방법 기반

Sputtering, evaporation, PLD법으로 대표되는 진공법을

기반으로 하는 CZTS 박막의 제조 방법은 화학 조성, 박

막의 상 거동, 박막의 미세구조, 재현성 등을 몇 가지 공

정 변수의 조절로 쉽게 제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

장 산업화가 쉽게 진행 될 수 있는 방법이다.1) 

3.1.1 Sputtering

1988년 Ito와 Nakazawa는 사성분계 타겟에 atomic beam

sputtering을 이용하여 90oC의 낮은 온도에서 CZTS 박막

을 제조를 보고하였다.11) 광 밴드갭 에너지는 1.45 eV으

로 평가 되었고, CdO(상부전극) / CZTS 이종접합 구조를

이용하여 효율은 얻지 못하고, 165 mV의 개방전압을 보

고하였다.11)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 sputtering 방

법으로 전구체 박막을 S나 Se가 포함된 분위기에서 열

처리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을 조절하는 방법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4) 2003년, Seol은 Cu2S, ZnS, SnS2

타겟을 co-spu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유리 기

판 위에 전구체 박막을 증착 후 Ar + S2(g)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하여 CZTS 박막을 제조를 보고하였다.19) CZTS

박막의 Cu/Zn/Sn비는 이상적인 조성비에 거의 일치하였

으나 S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200oC 이상의 S 증발온도에서 해결하였다.19) 

Tanaka는 진공 기반 hydrid sputtering 장비를 이용하여

Cu, Zn, Sn, S을 quartz 기판에 전구체 박막의 제조를 보

고하였다.20) 전구체 박막은 Sn와 Zn은 DC sputtering 방

법으로, Cu는 RF sputtering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20)

기판의 온도가 CZTS 박막의 두께, 조성, 결정성 등에 영

향을 주었으며 기판의 온도가 400oC 이상일 CZTS 박막

에서 화학 조성이 거의 이상적인 값을 나타내었지만, 450oC

이상의 기판온도에서 Zn의 손실이 관찰되었다.20) 

Yoo와 Kim은 Cu 화학 조성에 따른 CZTS 박막의 특

성에 따른 연구를 하였다. CZTS 박막은 금속 전구체 박

막을 DC sputtering 방법으로 증착시킨 후 S 분말을 이

용하여 570oC에서 20분간 열처리를 과정을 통하여 제작

되었다.21) Cu 잉여 조성을 갖는 CZTS 박막의 표면에

Cu2-xS의 이상의 형성을 관찰되었고, Cu 부족한 조성을 갖

는 CZTS 박막은 상당히 부드러운 표면을 관찰 할 수 있

었다.21) 

Shin은 spu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Cu, ZnS, SnS2의

타겟을 이용하여 전구체의 각 물질 적층 순서가 CZTS

박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22) 다양한 순
Fig. 7. The efficiency map of CZTSS-based thin film solar cells with

different deposi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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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적층한 전구체 박막을 H2S(5%) 가스 분위기에서

550oC에서 10분간 급속 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황화 과

정을 거쳐서 CZTS 박막을 제조하였다.22) Cu/SnS2/ZnS/

glass 구조의 전구체로 제조된 CZTS 박막에서 가장 치

밀하고 균일성 갖는 표면 특성을 나타내었고, 가시광선영

역에서 104 cm−1 이상의 높은 광 흡수 계수 가질 뿐만 아

니라 단일상의 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22) 반면 SnS2/ZnS/

Cu/glass나 ZnS/Cu/SnS2 적층 구조를 갖는 전구체 박막

으로 제조된 CZTS 박막은 균일하지 않는 표면 형상을

나타내었고, 많은 기공이 박막 내에 존재 하였을 뿐만

아니라 Cu2-xS와 CuSn2S3와 같은 이상이 존재하였다.22)

R.B.V. Chalapathy는 Cu/(Zn,Sn)/Cu 금속 적층 구조의

전구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열처리 조건에서 CZTS 박막

을 합성하였고, XRD와 Raman spectra 분석을 이용하여

결정 성장 거동에 대한 연구를 보고했다.23) 370oC 이하

의 기판온도에서는 Cu2S와 SnS2 상이 먼저 생성 되었으

며, 470oC 이상의 기판온도에서 CZTS 상이 만들어 지기

시작 하였으며, 580oC는 단일상의 CZTS가 관찰되었다.23)

Cu/(Zn + Sn) = 0.96, Zn/Sn = 0.99, S/M = 1.08 인 화학조

성비를 갖는 CZTS 박막을 이용하여 4.59%의 변환 효

율을 획득하였다.23) 

Spu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CZTS 박

막 및 태양전지를 제조한 연구는 H. Katagiri 그룹이다.

Fig. 8은 H.Katagri 그룹에서 evaporation과 sputtering 법

기반의 CZTS 관련 연구 흐름도이다. 2006년, ZnS, SnS,

Cu 타겟을 co-sputtering 방법으로 증착한 전구체 박막을 이

용하여 580oC에서 3시간 동안 황화 열처리 과정을 거쳐

CZTS 박막을 제조하였다.5) Cu/(Zn + Sn) = 0.9, Zn/Sn =

1.2~1.3, Metal/S = 1.1의 조성을 갖는 CZTS 박막을 이

용하여 Al/AZO/i-ZnO/CdS/CZTS/Mo/Glass 구조의 박막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5.74%의 변환 효율을 얻었다.13) 이

후, CZTS 박막 표면 위에 금속 산화물을 제거하는 공정

(CZTS 박막을 CdS 버퍼 층을 증착하기 전에 상온에서

정류된 물에 10분간 놓는 공정)을 추가하여 6.77%의 향

상된 변환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5) 또한, H. Katagiri 그

룹에서는 H2S 가스의 농도를 5%에서 20%까지 다양하

게 하여 CZTS 박막과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특성을 평가

하였고 저 농도의 H2S 가스의 농도에서 가장 좋은 태양

전지 특성을 나타내었다.5) 

한편 Cu2ZnSnSe4(CZTSe) 박막에 대한 연구는 CZTS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되었다. Se의 공급원으로 사

용되는 H2Se는 H2S에 비하여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

에 Se 소스는 주로 Se 분말을 사용한다.1-4) P.M.P. Salome

는 금속 적층형 전구체(Sn/Zn/Cu/Glass)를 Se 분말을 이

용하여 열처리를 과정을 거쳐 CZTSe 박막을 제조를 보

고하였다.24) 400oC 이상의 높은 셀렌화 온도에서 제조된

CZTSe 박막은 상당한 Zn와 Sn 손실이 관찰되었다.24) 반

면에 저온 셀렌화 온도에서 제조된 CZTSe 박막에서는

CZTSe 상뿐만 아니라 이상이 존재 하였다. 셀렌화 온도

가 375oC 일 때, 금속 전구체 박막을 500oC에서 30분간

열처리한 CZTSe 광흡수층을 합성하고 3.2%의 변환 효

율을 갖는 박막 태양전지를 보고하였다.24) 

R.A. Wibowo는 CuSe, In2Se3, SnSe2 타겟을 RF mag-

netron spu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기판 온도를 조절하여

Fig. 8. The research flow for CZTS thin films deposited by evaporation and sputtering method at Prof. H. Katagiri'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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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공정으로 CZTSe 박막 제조를 보고하였다.25) 기

판 온도가 150oC 일 때 이상적인 화학조성을 갖고 매우

치밀한 CZTSe 박막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이상의 기

판온도에서는 이상적인 화학조성을 벗어나는 경향을 보고

하였다.25) 이러한 특성은 높은 온도에서 sputtering이 일

어날 때 기판 표면에서 일어나는 re-evaporation 현상 때

문이라고 보고하였다.25) 

3.1.2 Evaporation

Evaporiation방법은 CZTS 뿐만 아니라 CIGS 광흡수층

물질을 가장 잘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선호하는 방법으

로 후열 처리 없이 한번에 공정으로 광흡수층을 합성 할

수 있는 장점이다.1) Evaporation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광

범위한 CZTS 박막 및 태양전지를 제조한 연구는 H.

Katagiri 그룹이다. Fig. 8은 H.Katagri 그룹에서 evapora-

tion과 sputtering 법 기반의 CZTS 관련 연구 흐름도이

다. 1997년 H. Katagiri 그룹에서는 Cu/Sn/Zn/Mo/glass 구

조를 갖는 전구체 박막을 150oC에서 증착하여 H2S 가

스 분위기에서 500oC에서 열처리를 하여 CZTS 박막을

합성을 보고 하였고 CZTS 광흡수층을 기반으로 하여

0.66%의 변환 효율을 달성하였다.26) 또한 Zn 소스를 Zn

에서 ZnS로 교체하고 전구체 기판의 온도를 400oC까지

올려 2.62%까지 변환 효율을 향상시켰다.12) 그 후 고 진

공을 유지하는 황화 열처리 챔버 도입과 CdS 버퍼 층의

Cd 소스를 CdSO4에서 CdI2로 대체 그리고 Na 도핑을 위

한 NaS 층을 Mo와 ZnS층 사이에 도입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광 변환 효율을 5.45%(0.11 cm2)까지 향상 시켰

다.6) 한편 Araki는 Cu, Zn, Sn의 다양한 적층 순서를 갖

는 전구체 박막을 황화 공정을 거쳐 CZTS 박막을 합성

을 보고하였다.5) 또 Araki는 다양한 적층순서의 금속 전

구체를 evaporation법으로 증착하고, S 분말을 이용하여

황화 열처리 과정을 거쳐 CZTS 박막을 제조를 보고하

였다.27) Cu와 Zn가 마주보고 있는 전구체(Sn/Zn/Cu/Mo,

Cu/Zn/Sn/Mo, Sn/Cu/Zn/Mo and Zn/Cu/Sn/Mo)를 이용

한 CZTS 박막에서 큰 입자가 관찰을 보고하였다.27) Sn/

Cu/Zn/Mo 적층 구조의 전구체를 이용하여 합성된 CZTS

광흡수층을 이용하여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1.79%의 낮은

변환 효율을 달성을 보고하였다.27) Table 2는 evaporation

방법으로 제조된 CZTS 박막의 세계 주요 연구기관의 연

구 동향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의 다양한 연구

소에서 CZTS 기반의 광흡수층과 CZTS을 기반으로 하는

박막 태양전지 연구가 많이 진행 중이다. 최근 IBM 부

속 연구소에서는 Cu, Zn, Sn와 S을 동시에 evaporation

방법으로 증착된 전구체 박막을 세라믹 hot plate에서 짧

은 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CZTS 광흡수층을 합성하여

8.4%의 변환 효율을 달성을 보고하였다.14) 8.4%의 변환

효율을 나타내는 CZTS 광흡수층은 상대적으로 얇은 두

께를 갖는 박막(600 nm) 갖고, 화학 조성이 Cu/Sn = 1.7~

1.8, Zn/Sn = 1.2~1.3, S/(S + Se) = 0.4을 나타내었고, TEM

EDS 분석 결과 Mo와 CZTS층 사이에 ZnS 층이 존재

하는 것을 보고하였다.14) 

Ahn은 동시 evaporation 방법을 이용하여 Cu, ZnSe,

Sn과 Se을 300oC~600oC의 다양한 기판온도에서 CZTSe

박막 제조를 보고하였다.28) 기판온도가 400oC 이상의 온

도에서 박막으로부터 Sn이 re-evaporioan되는 현상을 관

찰 하였고, 이러한 점은 CZTSe 박막의 안정성에 상당한

문제를 보고하였다.28) 한편 Schubert은 동시 evaporation

방법으로 ZnS, Sn, Cu와 S을 550oC의 기판온도에서 Cu

잉여 CZTS 박막을 합성을 보고하였다.29) 이후 KCN 공

정으로 전도성을 갖는 Cu 기반의 이상을 제거 후 태양

전지를 제조하여 4.1% 변환효율을 달성을 보고하였다.29)

비슷한 공정조건에서 Tanaka는 CZTS 박막의 조성에 따

른 특성에 영향을 보고하였다.29) CZTS 박막의 Cu/(Zn +

Sn)의 비율이 0.82에서 1.06으로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

가 증가하였고, Cu와 Sn이 화학양론적 이상의 조성을 갖

는 CZTS 박막에서 매우 낮은 비 저항을 나타내어 태양

전지 pn 접합이 합성되지 않는 특성을 보고하였다.29)

3.1.3 Plus laser deposition (PLD)

PLD는 다른 증착 방법과 달리 타겟의 조성이 박막의

조성과 거의 일치하는 증착 방법이다.4) 2007년에 Moriya

가 CZTS 타겟을 이용하여 전구체 박막을 증착한 후 S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하는 공정을 이용하여 CZTS 박막

제조를 보고하였다.30) PLD 방법으로 제조된 CZTS 박막

Table 1. The best efficiency of CZTSS-based thin film solar cells prepared with different deposition methods.

Deposition method Absorber materials n(%) FF(%) Voc(mV) Jsc(mA2) Eg (eV) Refs.

Sputtering CZTS 6.77 62.0 610 17.9 1.45 [6]

Evaporation CZTS 8.4 65.8 661 19.5 1.45 [14]

Electrodeposition CZTS 7.2 58.18 567 22 1.45 [15]

Spary pryolysis method CZTS 2.31 41.6 529 10.2 1.5 [38]

Nanoparticle based CZTSS 10.1 39.7 517 30.8 1.15 [7]

PLD CZTS 3.14 55 651 8.76 1.5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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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1.74%의 변환 효율을

보고하였다.30) 그 후 A.V. Moholkar는 비슷한 방법으로

전구체 박막을 제조하고 그 후 다양한 전구체의 열처리

시간과 pulse repetition rate에 따른 공정 변수에 따른

CZTS 박막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31,32) 최

적화 된 CZTS 박막을 이용하여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3.14%의 변환 효율을 보고하였다.16,31,32) 한편 최근 Sun은

PLD를 이용하여 전구체를 제조하고 S 분위기에서 열처

리하는 방법과 달리 전구체 증착 과정에서 기판 온도를

올려 CZTS 박막을 제조를 보고하였다.33) 기판 온도가

350oC와 400oC일 때 Cu2-xS의 이상이 생성 되었으며, 기

판 온도가 450도일 때 1.5 eV의 밴드갭과 104 cm−1 이

상의 광 흡수계수를 갖는 특성을 보고하였다.33) 

3.2 비진공방법 기반

용액 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방법은 진공법으로 제

조된 박막에 비하여 늦은 생산률, 낮은 물질의 활용성 그

리고 많은 에너지 소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1) 따라서,

용액 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방법은 제조 단가를 줄이

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1) 용액 법을 기반으로 하는 방

법은 spray pyrolysis, sol-gel을 이용한 spin coating, elec-

trodeposition, nanoparticle 기반의 방법이 있고 CIGS나

CdTe 박막을 제조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4) 이러한 용

액 법을 기반으로 제조된 CZTS 박막을 이용하여 태양

전지를 제조하면 기존에 많이 연구된 진공법에 비하여 매

우 싼 가격으로 태양전지가 제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 

3.2.1 Spray pyrolysis

1997년 Nakauama와 Ito는 범용원소를 포함한 전구체

용액을 spray pyrolysis 방법으로 증착하여 CZTS 전구

체 박막 제조를 보고하였다.34) 전구체 용액은 금속 염들

(metall-chlorides), S 소스(thiourea)과 물을 solvent로 제

조하였으며, 기판 온도를 280~360oC에서 증착시키고 전구

체 박막은 S가 부족한 화학조성을 나타내었으며, S 분위

기에서 열처리 후 부족한 S의 조성을 보충하여 이상적인

조성을 갖는 광흡수층을 보고하였다.34) Kamoun은 비슷한

방법으로 다양한 전구체 용액을 이용하여 CZTS 박막 제

조를 보고하였다.35) 기판 온도가 340oC에서 가장 결정성

이 좋은 박막이 제조 되었으며, (112) 결정방향으로 우선

성장된 특성을 보고하였다.35) 한편 Kumar는 다양한 전구

체 용액의 pH와 기판 온도에 따른 CZTS 박막의 결정

적 표면적 특성을 보고하였다.36) 기판온도가 370~410oC,

pH가 4.5 일 때 가장 좋은 결정성을 나타내었지만, ZnS

와 같은 이상이 CZTS 박막에서 관찰을 보고하였다.37)

3.2.2 Sol-Gel based spin coating

일반적인 Spin coating 방법은 다음의 3단계 방법으로

Table 2. The research trends for CZTSS-based thin films deposited by evaporation method.

Institute
Absorber 

materials
Sythesis method Performance of CZTS thin films Refs.

Sri. Venkateswara 

Univ., India
CZTSe Single step

- A study on the effect of Cu/(Zn + Sn) ratio, substrate 

temperature and different type precurosr source on the 

propertie of CZTSe

[57,58,59]

De Aviro Univ. 

Portugal
CZTS

Two step (Sulfurization 

of metallic precursor)

- Better quality CZTS thin films formed by sulfuirzation 

of Cu/Sn/Zn/Mo type precur sor as compared to that 

of other types

[60]

HMI, Germany CZTS
Two step (Sulfurization 

of metallic precursor)

- 4.1% efficiency of CZTS-based thin film solar cell 

device using Cu-rich absorber layer
[61]

Luxembourng Univ., 

Spain
CZTSe Single step - Formation of ZnSe phase at the CZTSe/Mo interface [62]

IBM, USA CZTSSe
Two step (Sulfurization 

of metallic precursor)

- 8.4% efficiecy of CZTS-based thin film solar cell 

device using thin absorber layer (600 nm)

- Phase separation of CZTS into ZnS and Cu-Sn-S 

compound in the interface between CZTS and Mo 

layers 

[14,63,64]

KIER, Korea CZTSe Single step - Detemination of band gap energy of CZTSe [53]

Nagaoka National 

College of Technology, 

Japan

CZTS
Two step (Sulfurization 

of metallic precursor)

- 4.53% efficienct CZTS-based thin film solar cell by 

long time sulfurization process of evaporated 

precursor

- A study on the effect of compositional ratio, stacked 

type (metallic source) and sulfurization temperature 

on the properties of CZTS thin film

[1,5,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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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다. (i) 각각의 이온을 포함한 전구체 용액 제조.

(ii) 전구체 용액을 spin coating방법을 이용하여 전구체

박막제조. (iii) 박막의 결정성 및 특성을 향상하기 위한

후 열처리 과정이 일반적이다.4) sol-gel 기반 spin coating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광범위한 CZTS 박막 및 태양전

지를 제조한 연구는 Tanaka 그룹에서 진행되었다.4) Fig.

9은 Tanaka 그룹의 sol-gel법 기반 CZTS 박막 제조 연

구의 흐름도 이다. Tanaka는 Cu acetate, Zn acetate, Sn

chloride을 출발 물질로 하고 2-methoxyethanol과 mono-

ethanolamine을 solvent와 전구체 용액의 안정제로 사용하

여 전구체 용액을 제조하였다.37) Spin coating으로 전구

체 박막을 제조한 후 공기 중에서 300oC에서 건조시킨

후 S 가스 분위기에서 500oC 1시간 열처리 과정을 거쳐

CZTS 박막을 제조하였다.37) CZTS 박막은 화학조성이 거

의 이상적이었고 광 밴드갭 에너지는 1.49 eV로 보고하

였다.37) 그 후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spin coating 방법

으로 제조된 Zn/ZnO : Al 상부전극 층과 chemical bath

deposition으로 제조된 CdS층 버퍼 층을 CZTS 박막 위

에 증착하여 1.01%(Jsc = 7.8 mA/cm2, Voc = 390 mV) 효율

을 나타내는 CZTS 박막 태양전지를 제조를 보고하였다.38)

또한 전구체 용액의 화학조성에 따른 CZTS 박막의 표

면형상학적 광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전구체 용

액이 Cu/(Zn + Sn)이 0.8 이상일 경우 CZTS 입자의 크기

가 커지는 특성을 보고하였다.39) 또한 Cu 잉여 조성을 갖

는 CZTS 박막의 밴드갭 에너지는 Cu 부족한 조성을 갖

는 CZTS 박막 보다 작은 밴드갭 에너지를 갖는 특성을

보고하였다.39) 추가적인 공정변수의 조절로 2.03%의 최고

변환 효율을 보고하였다.39) 

3.2.3 Electrodeposition

Electrodposition은 저가 및 대면적 태양전지의 산업화

에 가장 유망한 제조 방법이며, BP solar와 프랑스의 연

구소인 CISEL에서 CdTe와 CIGS의 대면적 모듈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였다.4) 이 제조법의 핵심은 증착을

원하는 적당한 electrochemical potental 찾고 이를 효율

적으로 줄이고, 원하지 않는 화학반응을 안 일어나게 하

는 것이다.1) Electrodeposition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초기

에 CZTS 박막 및 태양전지를 제조한 연구는 L.M. Peter

교수 연구 그룹이다. Fig. 10은 L.M. Peter 교수 연구 그

룹의 electrodeposition법으로 제조된 CZTS 박막의 연구

흐름도 이다. Scragg는 처음으로 electrodeposition법을 이

용하여 CZTS 박막을 제조를 보고하였다.40) 단일 금속 전

구체 박막을 Cu/Sn/Zn/glass의 적층 형태로 각각 다른

electrode에서 −1.14 V, −1.21 V, −1.20 V의 potental volt-

age에서 제조하였다고 이 후 S 분위기에서 500oC에서 열

처리 과정을 거쳐 CZTS 박막을 제조하였다.40) CZTS 박

막의 hall의 농도가 1016 cm−3의 특성을 보고하였다.40) 한

편 다른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구조의 금속 전구체를 이

용하여 열처리 온도를 600oC에서 CZTS 박막을 제조하

여 변환 효율을 0.98%까지 향상된 태양전지 특성을 보

고하였다.40) 추가적인 a rotating disk electrode system을

도입하여, 각각의 금속 전구체의 균일성을 향상시켰다.41)

Zn/Cu/Sn/Cu의 적층 구조를 갖는 전구체 박막을 S 분위

기에서 열처리 후 KCN etching 후 CdS/ZnO/AZO/Al 구

조의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향상된 3.2%(0.23 cm2)의 변환

효율을 갖는 태양전지특성을 보고하였다.42) 최근 IBM의

부속 연구소에 S. Ahmed는 Sn/Zn/Cu/Mo/Glass 구조의

적층형 금속 전구체를 210oC에서 350oC 사이의 온도에서

30분간 전열처리를 하여 Cu-Sn과 Cu-Zn 합금을 만들고

이를 다시 quartz 튜브에 S 분말을 넣고 밀봉하여 세라

믹 핫 플레이트 위에 놓고 550oC에서 600oC 사이의 온

도에서 15분 이내의 짧은 열처리를 하여 CZTS 박막 합

Fig. 9. The research flow for CZTS thin films deposited by sol-gel method at K. Tanaka'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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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고하였다.15) 다양한 분석결과 열처리 온도가 585oC

일 때 단일상의 CZTS 합성을 확인 하였고 Cu/Sn = 1.83,

Zn/Sn = 1.35 그리고 Cu/(Zn + Sn) = 0.78의 화학 조성을

갖는 CZTS 광흡수층을 이용하여 MgF2 /Ni-Al grid / ITO /

i-ZnO / CdS / CZTS / Mo / Glass 구조를 갖는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7.3%의 높은 변환 효율을 달성을 보고하였다.15)

H. Araki는 Cu-Zn-Sn의 금속 전구체의 조성과 표면형

상의 균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Na3-citrate을 complex-

ing agent로 사용하여서 동시 electrodeposition법으로 전구

체 박막을 제조하였다.27) S 분위기에서 열처리 하여 CZTS

박막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3.16%(0.15 cm2) 효율을 획득

을 보고하였다.43) 또한 Ennaoui는 비슷한 전구체 용액에

추가적인 solvent와 complexing agent을 첨가하여 Cu-Zn-

Sn 금속 전구체를 제조하여 S 분위기에서 열처리 하여

CZTS 박막 제조를 보고하였다.44) Zn 부족한 CZTS 박

막에서 CZTS와 Mo 계면에 ZnS와 Cu2SnS3의 이상 관

찰을 보고하였다. Cu 부족한 조성을 갖는 CZTS 박막을

이용하여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3.4%(Jsc = 14.8 mA/cm2,

Voc = 563 mV, FF 41 %)의 변환 효율을 갖는 태양전지

특성을 보고하였다.44) 

이와는 달리, 한번의 증착으로 Cu-Zn-Sn-S를 포함한 전

구체를 제조하는 방법이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S.M. Pawar는 CuSO4, ZnSO4, SnSO4, Na2S2O3을 출발

물질로, Na3-citrate을 complexing agent로 이용하여 전구

체 용액을 제조하였고 potental voltage을 −1.05(vs. SCE)

에서 45분 동안 상온에서 제조하였고 이 후 H2S 가스 분

위기에서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를 실시하여 CZTS 박

막 제조를 보고하였다.45) 열처리 온도가 350oC에서 CZTS

상의 X-선 회절 패턴이 관찰 되였고, 그 이상의 온도에

서 회절 피크의 강도가 향상되었다.45) CZTS 박막의 광

밴드갭 에너지가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500oC 일 때 1.5 eV 특성을 보고하였다.45) 또한 추가적

인 연구에서는 다양한 complexing agent와 열처리 분위

기에 따른 CZTS 박막 합성과 특성 평가에 대하여 보고

하였다.46) 이 연구에서 비록 태양전지의 변환 효율을 획

득하지는 못하였지만, photo-electrochemical (PCE) cells

의 특성평가로 태양전지 특성을 보고하였다.45) 

Table 3은 electrodeposition법으로 제조된 금속 전구체

가 황화 열처리 공정을 거칠 때 일어나는 반응 메커니

즘을 정리한 것이다. Cu가 잉여 한 샘플의 경우, 금속 전

구체가 S와 결합하여 Cu-, Sn 기반의 이성분계가 먼저

생성되고, 이들이 다시 반응하여, Cu2SnS3의 삼성분계 화

합물이 생성된다.42) 이 삼성분계 화합물은 다시 ZnS와 결

합하여 CZTS로 합성된다.41) 하지만, Cu 부족한 샘플의

경우, 이성분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비슷하나 이 이성

분계 화합물에서 삼성분계 화합물 때 Cu4SnS6가 생성되

고 이 화합물이 다시 Cu-, Sn- 기반의 이성분계 화합물

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Cu2SnS3의 삼성분계로 재결합 과

정을 거친다.42) 이렇게 생성된 Cu2SnS3는 앞에서 언급한

반응과정과 같이 ZnS와 결합하여 CZTS로 합성된다.42) 

Fig. 10. The research flow for CZTS thin films deposited by electrodeposition method at Prof. L.M. Peter's group.

Table 3. Synthesis mechasim of CZTS materials with different

compositional ratios.

Precursor types Precursor reaction

Cu-rich

Cu/(Zn + Sn) = 1.5

Cu/Sn = 2.8

Zn/Sn = 0.95

i) 2Cu3Sn + 7S → 3Cu2-xS + 2SnS2

ii) Cu2-xS + SnS2 → Cu2SnS3

iii) Cu2SnS3 + ZnS → 32ZnSnS4

Cu-poor

Cu/(Zn + Sn) = 0.9

Cu/Sn = 1.7

Zn/Sn = 1.1

i) Cu6Sn5 + S → SnS2 + Cu2-xS + Cu3Sn

ii) 2Cu2-xS + SnS2 + 2S Su S4SnS6

iii) Cu4SnS6 nS S2-xS + SnS2 (melt) + 2S

iv) Cu2-xS + SnS2 (melt) + 2S2SnS3

v) Cu2SnS3 + ZnS → Cu2ZnSn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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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Nanoparticle-based depostion

나노 입자를 기반으로 하는 태양전지 제조는 기존의 용

액 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방법에 비하여 제조 단가가

매우 싸며, roll to roll의 인쇄 기술을 이용하여 높은 생

산성을 확보 할 수 있다.1) CZTS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은 hot injection, solvothermal, hydrothermal, micro-

wave assisted 방법 등이 있다.1) 

가장 성공적으로 CZTS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은

hot injection 방법이다. 이 합성법은 가장 균일한 입자 크

기와 형태로 합성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도체 나노 입

자의 합성에 널리 사용된다.1) S.C. Riha는 hot injection

방법으로 20 nm 이하의 CZTS 나노 입자의 합성을 보고

하였다.46) 그들은 합성 과정에서 다양한 금속 염의 출발

물질을 유기물 solvent (oleylamine, hexadecylamine)에 녹

이고, 200oC 이상에서 반응하여 CZTS 나노 입자 합성을

보고하였다.46) Q.J. Guo은 비슷한 방법으로 제조된 나노

입자로 박막을 제조하여 500oC에서 Se 분위기에서 열처

리를 하여 0.74%의 변환 효율 달성을 보고하였다.47) 이

렇게 낮은 변환 효율은 광흡수층 표면에 형성된 Cu 기

반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47) 또한 Q.J. Guo은

추가적인 화학 조성의 조절과 열처리 공정의 변화를 통

한 CZTS 박막의 특성 개선을 통하여 7.2%까지 변환 효

율의 향상을 보고하였다.18) Kameyama는 hot injection법의

다양한 반응 온도에 따른 CZTS 나노 입자의 특성을 보

고하였다.48) 240oC 이상의 반응 온도에서 단일상의 CZTS

나노 입자가 합성 되었고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CuS상

이 형성을 보고하였다.48)

한편 C. Steinhagen은 비 hot injection 방법인 solvo-

thermal법으로 출발 금속 염과 S 소스를 oleylamine solv-

ent에 녹여서 280oC에서 한 시간 동안 반응하여 CZTS 나

노 입자를 합성을 보고하였다.49) 합성된 CZTS 입자를 열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toluene 용액을 이용하여 증착

된 박막을 이용하여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0.23%의 변환

효율을 보고하였다.49) 또한 금속 염과 S 염 그리고 ethyl-

ene alcohol과 polyvinylpyrrolidone을 solvent로 이용하여,

전구체 용액을 만들고 230oC에서 24시간 동안 반응 하

여 CZTS 나노 입자를 합성하였고, 100 nm정도의 크기를

갖는 입자를 TEM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1.5 eV의

밴드갭 특성의 보고하였다.49) 또한 M. Cao는 금속 염과

S 분말을 etylenediamine에 넣어 녹인 후, 180oC에서 15

시간 반응하여 CZTS 나노 입자 합성을 보고하였다.50)

10-20 nm 크기를 갖는 입자가 뭉쳐져 있는 형태로 합성

된 나노 입자는 S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특성을 향상

시켰다.50) Table 4는 나노 입자 기반 CZTS 태양전지의

특성들이다. 기존에 보고된 CIGS나 진공법을 기반으로 하

는 CZTS 박막 태양전지에 비하여 특성이 우수하지 않

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BM 회사 부속 연구소의 D.B. Mitzi 연구 그룹에서는

Cu, Zn, Sn, S, Se 파우더를 solvent (hydrzaine hydrate)

나 녹이거나 이성분계 물질을 전구체 용액에 일정하게 분

산시켜 슬러리로 만들고 이를 spin coating하여 전구체 박

막을 quartz에 놓고 hot plate에서 10분 이내의 짧은 시

간 동안 열처리하여 CZTS 박막 제조를 보고하였다.7) 열

처리 온도, 다양한 조성의 변화등과 같은 공정 변수가

CZTS 박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Ni-Al

grid / ITO / ZnO / CZTS / Mo / Glass 구조의 태양전지를 제

조하여 10.1%의 최고 높은 변환 효율을 달성하였다.7) 특

히 D.B. Mitzi 그룹은 태양전지의 전기적, 광학적 분석

을 통하여, 기존이 CIGS에서 최고 변환 효율을 얻은 소

자와 특성 비교를 하여, 앞으로 CZTS 박막이 효율 향

상을 위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가 제시 하

였다.7) CZTS 박막 태양전지 소자의 문제점은 소자 내의

높은 series resistance, CZTS 광흡수층이 가지고 있는 결

함, 각 층들 사이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결함, 버퍼/CZTS

층 사이의 band alignment등이다.1) 

앞에서 언급한 CZTS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은 거

의 대부분 입자를 합성하기 위하여 독성을 포함하고 있

는 solvent나 안정제를 첨가하는데, 이러한 점은 추후 산

업화를 진행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51) 최

근에 S.W. Shin은 독성을 포함하지 않는 전구체 용액을

제조하고 microwave을 전구체 용액에 입사하여 CZTS 나

노 입자 만드는 방법을 보고하였다.51) 전구체 용액은 금

속 염과 S 염을 물에 녹이고, 이를 pH 7로 조절한 후

700 W에서 10분 동안 microwave을 입사시킨 후 건조 시

켜 전구체 분말을 제조하였다.51) 이들의 특성을 향상 시

키기 위하여 H2S 가스 분위기에서 550oC에서 한 시간 동

안 열처리 과정을 거쳐 CZTS 나노 입자를 합성하였고,

TEM 분석을 통하여 약 40 nm 정도의 입자 크기를 가지

Table 4. The performance of CZTS-based thin film solar cells using nanoparticle-based method.

Nanocrystal 

materals
Device structure η (%) Jsc (mA/cm

−2
) Voc (mV) FF Eg (eV) Refs

CZTS ITO/ZnO/CdS/CZTS/Mo 0.8 11.5 210 0.33 1.5 [18]

CZTSSe ITO/ZnO/CdS/CZTSSe/Mo 7.2 31.2 430 0.54 1.4 [47]

CZTGeSSe ITO/ZnO/CdS/CZTGeSSe/Mo 6.8 21.5 640 0.49 1.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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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보고하였다.51) CZTS 나노 입자 합성 과정에

서 독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stacking faults와 같은

다양한 결함이 많이 존재 하였고, 입자의 모양이 균일하

지 않고 30% 정도의 입자 크기 분포도 특성을 보고하였

다.51) 하지만 가시 광선 영역에서 104 cm−1 이상의 높은 광

흡수계수를 나타내었으며, 1.5 eV의 광 밴드갭 에너지 특

성을 보고하였다.51)

4. 국내 연구개발 동향

CZTS 관련 국내 연구는 2003년 영남대의 김규호 교수

연구팀에서 가장 연구를 먼저 시작하였다. PLD와 sput-

tering 방법을 통하여 단일 공정으로 CZTS 합성과 후열

처리를 거쳐 고품질의 CZTS 박막을 합성하고 특성을 분

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Se가 포함되어 있는 이성분계

세라믹 타겟을 동시에 sputtering하여 기판온도가 150oC에

서 CZTSe을 후열처리 공정 없이 한 번의 공정으로 합

성하고 특성 분석을 보고하였다.25) 광 흡수계수가 가시광

선 영역에서 104 cm−1 이상을 나타내었으며, 광 밴드갭이

1.56 eV을 특성을 보고하였다.25) 또한 S가 포함되어 있는

Cu2S, ZnS, SnS2 분말을 소결하여서 타겟을 제조하고 열

처리 과정을 거쳐 CZTS 박막을 제조하였고 열처리 온도

가 증가 할수록 결정성이 향상 하였으며, sheet resistance

가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고하였다.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evaporation 방법으로 Cu,

Zn, Sn, Se 원소들을 동시에 증착하여 CZTSe 박막을 제

조하고 특성 평가를 보고하였다.53) Cu/(Zn + Sn), Zn/Sn

변화와 기판 온도에 따른 CZTSe 박막을 합성하고 PL과

UV-vis 분석에 의한 밴드갭 에너지는 ~1.0 eV으로 평가 되

었으며, Cu/(Zn + Sn)와 기판 온도에 따라서 CZTSe 박막

의 결정성이 변화를 보고하였다.53) 특히 CZTSe의 광 밴

드갭을 1.5 eV가 아니라 1.0 eV인 것을 다양한 밴드갭 측

정 방법을 통하여 증명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28) Cu-

Zn-Sn 금속 전구체에 H2S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 공정

을 거처 CZTS 박막을 합성하고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KAIST에서는 Cu,(Zn,Sn) 합금 타겟으로 DC sputtering

을 이용하여 금속 원소가 적층형 구조를 전구체를 제조

하고 이를 S 파우더를 이용하여 황화과정을 거쳐 CZTS

광흡수층을 합성을 보고하였다.23) 다양한 황화과정 온도

와 시간에 따른 CZTS 박막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이 광흡수층을 이용하여 4.59%의 광 변환 효

율 획득을 보고하였다.23)

최근 용액 법을 기반으로 한 CZTS 박막 합성이 연세

대와 인천대에서 sol-gel을 기반으로 한 spin coating 방

법을 이용하여 CZTS 합성과 특성 분석을 연구 중이며,

연세대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5.14%의 변환 효율 획

득을 보고하였다.54) 

전남대에서는 PLD, electrodeposition, sputtering, micro-

wave assisted method, hydrothermal method 등의 다양한

Table 5. Domesitic institute's research trends for CZTS thin films and thin film solar cells. 

Institute
Absorber 

materials
Deposition method Annealing condition

Band gap energy

(eV)

Efficency 

(%)
Refs.

KIER CZTSe Co-evaporation . 1.0 eV . [53]

KAIST CZTS Sputtering
S vapor

580oC, 30 min 
1.5 eV 4.59% [23]

Yeungnam 

Univ.

CZTS Sputtering . 1.5 eV . [19]

CZTSe Sputtering . 1.5 eV . [25]

Incheon Univ.

CZTS
Sol-Gel based spin 

coating

S vapor

240oC, 20min and 

570oC, 20 min

1.5 eV . [21]

CZTS Sputtering

S vapor

240
o
C, 20min and 

570
o
C, 20 min

1.5 eV . [56]

Yonsei Univ. CZTS
Sol-Gel based spin 

coating

H2S atmosphere

430
o
C~530

o
C, 30 min.

1.5 eV 5.14% [54]

chonnam Univ.

CZTS Sputtering
H2S atmosphere

550oC, 10 min.
1.5 eV . [22]

CZTS PLD
H2S atmosphere

400oC, 1 hour
1.5 eV 3.14% [16,31,32]

CZTS
Electro

deposition

H2S atmosphere

550
o
C, 1hour

1.5 eV . [45,55]

CZTS
Microwave 

assisted method

H2S atmosphere

580oC, 1 hour
1.46 eV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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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CZTS 광흡수층을 합성하고 특성을 평가하는 연

구를 진행이다. PLD법으로 제조된 전구체를 H2S 가스 분

위기에서 열처리 과정을 얻어 제조된 CZTS 박막을 합성

하고, 다양한 PLD 공정 변수에 따른 CZTS 박막의 합성

및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합성된

CZTS 박막의 표면은 매우 치밀하였고 기공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단면 미세구조 분석에서는 수 많은 기공이 존

재함을 보고하였다.32) CZTS 광흡수층을 기반으로 박막

태양전지를 제조하여 3.14% 획득을 보고하였다.16,31,32) 또

한 sputtering 방법으로 전구체를 제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황화 및 셀렌화 열처리 공정을 거쳐 CZTS 박막을 합성

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다양한 전구체의 적층 순서에

따른 CZTS 박막의 특성 연구에서 Cu/SnS2/ZnS/Mo 적층

구조를 갖는 CZTS 박막이 다른 적층순서를 갖는 CZTS

박막에 비하여 이상 및 기공이 거의 없었으며, 광 밴드

갭이나 흡수계수는 bulk의 CZTS 값과 비슷한 값을 보고

하였다.22) 셀렌화 열처리와 다양한 열처리 공정 변수에 따

른 CZTS 박막의 특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편, Cu, Zn, Sn, S을 동시에 electrodeposition법으로

증착하여 S 분위기에서 후열처리 과정을 통하여 CZTS을

합성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다양한 complexing agent

에 따른 영향, 열처리 온도, 열처리 분위기에 따른 CZTS

박막의 특성 평가를 보고하였다.45,55) 열처리 온도가 350oC

에서 CZTS 상의 X-선 회절 패턴이 관찰 되기 시작 하

였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 회절 피크의 크기가 향상되

었다.45) CZTS 박막의 광 밴드갭 에너지가 열처리 온도

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500oC 일 때 1.5 eV 특성을

보고하였다.55) 이 연구에서 비록 태양전지의 변환 효율

을 획득하지는 못하였지만, photo-electrochemical (PCE)

cells의 특성평가로 태양전지 특성을 확인 하였다.55) 

또한, 기존에 CZTS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방법과 달

리 유독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CZTS 나노 입자를 합성

하는 법을 연구하였다. 금속 염과 S 염을 이용하여 전구

체 용액을 제조하고 microwave을 전구체 용액에 조사하

여 전구체 입자를 합성하고 질 좋은 CZTS 나노 입자를

만들기 위하여 H2S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진행하였

다.51) 40 nm대 CZTS 입자 크기를 나타내었으며, 1.5 eV

와 104 cm−1 광 흡수 특성을 보고하였다.51) 이러한 합성

과정을 roll to roll 태양전지 제조 과정을 거치면 기존에

공정 방법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CZTS 태양전지를

제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5. 결  론

최근 kesterite 결정 구조로 대표되는 CZTS 광 흡수 물

질은 고효율, 저가 및 친환경적인 관련 박막 태양전지로

많은 연구 그룹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상당히 향

상된 연구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10% 대의 변환 효율을

획득하였고 CZTS 기반 박막태양전지의 상업화에 상당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실험과 이론적인 CZTS 관련 연구

가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며, 기술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CZTS 물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Sn과

Zn이 열처리 과정에서 증발 문제, 구성 성분의 복잡함에

의한 단일상 제조의 어려움, 태양전지 소자를 제조 시 최

고 효율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각층의 최적화 문제 등

이 있다. 이러한 CZTS 박막과 CZTS 태양전지 제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진공법과 비 진공법을 이용

한 CZTS 박막의 연구가 폭넓게 진행 중이다. Kesterite

CZTS 박막 태양전지가 CIGS나 CdTe의 모듈과 가격 경

쟁력이 있는 태양전지를 제조하기 위해서 14%의 효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효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막

태양전지의 각층간의 계면, 높은 series resitance, 그리고

CZTS 광흡수층의 자체 결함 등의 대한 이해 및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태양전지의 Voc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buffer/absorber/back contact 층의 계면간의 band align-

ment의 이해 역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CIGS나 CdTe

태양전지에서 이미 검증 되었던 야외의 습기나 열 그리

고 장기간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이번 논

문에서 보여준 성공적인 초기 CZTS 합성과 CZTS 박막

태양전지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앞으로 CIGS나 CdTe 태

양전지를 대체 하여 저가 태양전지를 제조 할 수 있는 전

도 유망한 광흡수층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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