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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olution-based process was suggested for preparing a CulnS2 thin film deposited 

on a glass substrate. which can be applied to the absorber of chalcogenide -type 

photovoltaics. Chemical bath deposition (CBO) was adopted with various deposition 

temperatures and time periods , and we found that they can cause different film 

thicknesses and band-gap energies of films prepared. We proved that the film 

prepared with specific condition of CBO (7ì) 'c for 2 h) was not only mechanically 

robust but also showed feasible absorption pattern for both visible light and near 

infra-red 

1. 서 론 

현재 인류는 석유자원 고갈의 위기감I 교토의정서의 기후변화 협약 발효， 신흥 BRICs 개도국들 

의 경제성장에 따른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 둥으로 인하여 기폰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른 청정 무 

제한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 각국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전지(Solar Cell 또는 Photovoltaic 

Cell)는 태양광올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발전의 핵심소자이며， 현재 우주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전원공급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1] 

이러한 태양전지 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와트당 생산단가이다. 현재 태양전지로 전기를 생산 

하는 비용은 kWh당 25-40센트 정도인데l 이는 기폰의 발전 방볍 대비 발전원가가 3-10배에 달하 

는 높은 비용이다. 또한， 현재 상용화단계에 있는 태양전지는 주로 

실리론을 이용하고 있으나， 실리콘 소재의 수급이 어 렵고， 반도체 소 

자 제작공정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제조단가가 높다 이러한 비용 측 

면의 문제로 인하여 태양전지 시장은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의 

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용 문제가 태양전지 산업의 

발전올 막는 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실리콘 소재 대신 1, 111, VI족 원소들의 화합물 반도체 

를 사용하는 칼코제나이드(chalcogenide)계 박막태양전지(이하 칼코 

젠계 태양전지)가 본격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칼코젠게 태양전지는 

이론적으로 25% 정도의 모률효율음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리콘계 태양전지보다 저가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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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고 있다[2，3]. 전형적인 칼코젠계 태양전지는 제시된 그림과 같이 Sodalime glassjMo(배 

연전극)jI-III-VI 화합물 반도체(홉수충)jCdS(버퍼충)j i-ZnO:n-ZnO(윈도우층)j grid electrode의 구 

조를 가지며， CdS를 제외한 모든 층이 건식 증착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칼 

코첸계 태양전지 의 소재 중 홉수층으로 적용될 수 있는 CulnS2 박막을 저가의 화학습식공정올 통 

하여 제조하였다. 이러한 습식공정올 통하여 전체 공정의 비용올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공정 최적화 작염을 통하여 박막두께 란일도I 투과도I 화합묻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칼코 

젠계 태양전지 흡수충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적의 CulnS2 박막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1)중착 용액 제조 

홉수충을 유리기판상에 중착시키기 위한 CulnS2 균일용액올 제조하였다. Cu . [n. S 전구체 

로는 CuC I2 . InCI3. H2N-CS-NH2 수용액올 각각 사용하였다. 전구체들은 CulnS2의 

stoichiometry에 맞도록 몰비 1: 1 : 2의 비율에 맞춰 주입하였으며， 수용액 상에서 하이드록시 

화합물올 잘 형성시키는 In의 특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InCI 3 수용액에는 citric acid를 넣어 

교반시켰다. 그 후. Cu2+ 및 [n3+ 이옹틀올 안정시키기 위하여 안정제로 7M TEA 용액을 

Cu 및 In 용액에 주입하였다. 모든 용액틀올 충분히 교반시켜 균일한 용액이 제조되는 것올 

확인한 후， 세 수용액을 섞어 푸른색올 띄는 균일한 용액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H2N-CS-NH2로부터 S2 -을 얻기 위하여 암모니아수를 용액에 주입하여 강염기성 (ca . 

pH lO)올 띄도록 하였다. 용액 제조시 예상되는 화학반웅은 아래와 같다. 

[Cu(TEA) j2+ + [ln (TEA)P+ + 2S 2- → Culn~+ byproduct 

(2) 박막 중착 및 분석 

CulnS2 박막을 중착하기 위하여 CBD 기법을 적용하였다. 상기 제조용액에 

Fluorine- doped tin oxide 유리기판(FTO) 올 수직으로 꽂아 넣고 70 'c로 1-3시간 동안 

중탕시켰다. 해당시간이 지난 후， 유리기판올 꺼내어 즉시 흐르는 증류수로 박막을 세척하고 

질소로 퍼정시켰다. 제조된 박막들은 300-500 'c에서 질소분위기로 약 10분칸 소성시켜 최 

종적으로 CulnS2 박막올 완성하였다. 제조된 박막의 홉광도 및 에너지캡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외선-가시광선-근적외선 분광 분석 (UV-VIS-NIR DRS: Perkin Elmer Lam bda 750)을 

실시하였다. 

3. 실험 철과 및 고찰 

박막중착공정 의 최적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건의 중착옹도， 시간 및 소성옹도를 설정하였다. 

옹도의 경우， 상옹에서는 FTO 기판상에 CulnS2 박막이 전혀 중착되지 않은 반연， 약 50 'c 정도 

의 옹도에서부터 박막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0 'c에서 중착작업올 

실시할 경우， 약 1-2um 수준의 균일한 박막올 성장시킬 수 있었다 (두께측정 : 알파스템 사용， 

not shown). 제조된 박막은 grain size가 서브 um 수준으로 크게 형성되어 태양전지의 홉수충으 

로 사용될 때 전자이동으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올 것으로 예상된다. 70 'c 이상의 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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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nsmittanceOeft) and Absorptivity(right) of CulnS2 films with different deposition time. 

Absorption intensity was norm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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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는 박막이 조밀하게 중착되지 옷해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되는 균열이 보였으며， 중착 후 

세척 시 박막이 부스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 박막 증착용도를 70 'c로 고정하였다. 한 

편， 중착 시간에 따른 박막의 특성 파악을 위하여 중착 시간별 박막에 대한 투과도 및 홉광도를 

측정하였다 (Fig. 1) . 1 시간 중착 시， 반투명한 박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샘플은 다른 박막에 

비하여 높은 투파도플 나타내었다 (Fig. l L). 반투명성의 박막은 태양전지 홉수층으로 적용될 때 

홉광성이 떨어져 효율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2-3시간 증착시， 불투명한 박막이 형성 

되었고 투과도가 상기 샘플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3시간 이상의 중착시간을 적용하면 

박막 표면에 심한 균열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2-3시간 중착 작업을 통해 태양전지 홉수충으 

로 가장 적합한 두께의 박막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 CulnS2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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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nsmittance (Jeft) and Absorptivity (right) 

temperatures. Absorption intensity was normalized. 

600 800 
Wavelength I nm 

400 



116 김 창·김종태·정선주· 김호영·한윤수 

정 구조인 chacopyrite는 약 500 't 정도의 옹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황 계열의 유해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불활성 기체 (N2) 만을 사용하여 소성작업을 진행하기 위 

해 400-500 't 의 옹도에서 약 10분간 소성작업올 실시하였다. 두 샘플 모두 불투명한 박막이기 

때문에 투과도는 낮았지만， 약 1000nm 부근에서 threshold wavelength를 보이며 근적외선에서 

부터 가시광선에 이르는 넓은 파장대의 빛을 홉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투과도 및 홉광도 결과 

를 종합하면 소성옹도에 따른 박막들의 광학적 특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물질의 

전자전달 능력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성 측연에서는 특성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박막의 결정성을 확인하고 최적의 공정올 최종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 론 
1. 저가의 화학습식공정을 통하여 CulnS2 박막올 형성시켰으며 제조 공정올 최적화 하고자 하 

였다. 

2. 제조된 박막은 1000nm 부근에서 threshold wavelength를 보였으며 넓은 파장 영역대에서 

고른 홉광도를 보였다 

3. 차후 연구로 chacopyrite 구조 형성에 적합한 최저의 소성온도를 파악하여 본 박막 제조공 

정올 확립하는 것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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