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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S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에서 광흡수층과 상부투명전극 간의 격자부정합을 낮추기 위해 buffer layer로써 CdS 박

막이 적용된다. 높은 광투과도와 낮은 비저항을 갖는 CdS 박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화학적 용액 증착법에 의해 반응용

액 내의 S 용액의 농도를 고정하고 Cd 용액의 농도를 변화시켜 CdS 박막을 제조하여 특성을 조사하였다. [S
2-

]/[Cd
2+

] 

농도비에 따른 박막의 구조적, 광학적 및 전기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Cd의 농도가 S의 농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균일반

응이 촉진되어 CdS 결정들이 클러스터 형태로 기판에 흡착되어 결정 크기가 증가하고 광투과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Cd의 농도가 S의 농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용액 내에서 보다 기판위에서 CdS 결정입자가 생성되는 불균일반응에 의해 

결정이 생성 및 성장되었고 수백 옹스트롱의 작고 균일한 구형 입자가 생성되었다. Cd 농도가 증가할수록 과잉 Cd가 

증가하여 S 공극 생성으로 [S
2-

]/[Cd
2+

] 조성비는 감소하였고 CdS 박막의 전하 농도가 증가되어 비저항이 감소되었다.

CdS thin films have been widely used as a buffer layer of CIGS semiconductor solar cells to reduce the lattice mismatch 

between transparent electrode and absorber layer. In order to prepare the CdS films with high transparency and low resistivity, 

they were deposited by varying Cd concentration with the constant S concentration in the solution using chemical bath deposi-

tion method. They were analyzed in terms of structural,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CdS films according to the 

[S
2-

]/[Cd
2+

] ratio. In the case of Cd concentration higher than S concectration, CdS thin films were formed mainly by clus-

ter-by-cluster formation due to the homogeneous reaction between Cd and S in the solution. Therefore the grain size increased 

and the transmittance decreas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d concentration lower than S concentration, CdS films 

were formed by heterogeneous reaction on the substrate rather than in the solution. The CdS films have the grains with the 

uniform circular shape of a few hundreds Å. As the Cd concentration increased in the solution, the [S
2-

]/[Cd
2+

] ratio de-

creased and the resistivity decreased by the increase in the carrier concentration due to the formation S vacancy by the excess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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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현재 실리콘 태양전지는 20% 이상의 변환효율을 보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양전지이다. 한편 35% 이상의 초고효율을 보이는 

GaAs 등의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는 고가인 탓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저비용이면서 비슷한 수

준의 효율을 보이는 I-III-VI계의 Cu(InxGa1-x)Se2 (CIGS) 화합물 반도

체 태양전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CIGS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는 일반적으로 하부전극으로 Mo 박막

을 사용하고 광흡수층으로 p-타입의 CIGS 박막, buffer층으로 n-타입 

† 교신저자 (e-mail: cwchung@inha.ac.kr)

CdS 박막을 그리고 상부투명전극으로 ZnO와 Al-doped ZnO (AZO)이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흡수층인 CIGS 박막은 에너지 밴드갭

이 1.02∼1.68 eV이고 chalcopyrite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격자상수가 

a0 = 5.78 Å, c0 = 11.62 Å이다[3]. 상부투명전극의 격자상수는 a0 = 

3.25 Å, c0 = 5.21 Å으로 광흡수층 CIGS와 투명전극간의 격자부정합

(lattice mismatch)이 존재한다[4]. 상온에서 에너지 밴드갭이 2.4 eV이

고 zinc blende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격자상수가 a0 = 4.136 Å, c0 = 

6.713 Å인 CdS 박막이 이러한 격자부정합을 낮추기 위한 buffer layer

로 사용되고 있다[5-9]. CIGS 박막은 다결정 성장으로 표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태양전지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르지 못한 

표면을 완전하게 덮을 수 있는 CdS 박막의 증착기술과 CdS 박막의 

결정 성장 및 박막형성의 메카니즘을 이해하여 최적의 증착공정 개발



378 정성희⋅정지원

공업화학, 제 23 권 제 4 호, 2012

5 10 50 100 150 2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D
e
p

o
s

it
io

n
 r

a
te

(Å
/m

in
)

Cd concentration(mM)

Figure 1. Deposition rate of CdS thin films deposited in various Cd 

concentrations in solution.

이 필요하다[8]. 

  CdS 박막은 결정 성장 및 박막 생성과정에서 생성된 과잉의 Cd로 

인해 생성된 S의 vacancy가 donor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첨가

하지 않아도 n-type의 물질로 제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p형 반도체인 

CIGS와 p-n 접합을 이루어서 생성된 전자를 전면전극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5,9]. 가시광선 영역에서 상부 투명전극을 통해 투과된 

빛이 광흡수층에 도달하여서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CdS 박막이 

높은 광투과도를 가질 수 있는 최대한 얇은 박막형태로 증착되어야 

하며, 전기저항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낮은 비저항 특성을 

가져야 한다[9,11,12]. 특히 태양전지의 직렬저항을 낮추고, 전도대와 

Fermi level과의 에너지 밴드갭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저항이 낮은 

CdS 박막의 증착공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CdS 박막의 제작 방법으로

는 열분해법(spray pyrolysis)[13],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

osition : CVD)[14], 진공스퍼터법(sputtering deposition)[15], 화학용액

증착법(chemical-bath deposition : CBD)[5]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화학

용액증착법(CBD)은 저렴한 가격으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기판 크

기에 관계없이 증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전지 제조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5-9,11,16]. 그러나 CBD법으로 제조한 

CdS 박막은 높은 비저항을 가지므로 태양전지의 전기적 에너지 손실

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17,18]. 따라서 CdS 박막의 결정 성장 및 

박막형성의 메카니즘을 이해하여 최적의 증착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CdS 박막은 CBD 제조방법에서 Cd와 S 원재료의 종류 및 농도, 반

응온도, 용액내의 pH 등이 박막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Cd와 S의 source가 되는 많은 후보 물질들 중 CdSO4와 

SC(NH2)2의 용액을 NH4OH로 pH를 조절하여 합성한 CdS 박막의 특

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6,16-18]. CdS 박막의 제조 원리

는 기판에서 핵생성이 일어난 후 cadmium이온과 sulfur이온의 흡착에 

의해 CdS 박막을 성장시키는 것이다[5-9,11,16]. 앞서 보고된 연구에

서는 주로 증착된 CdS 박막 내의 Cd와 S의 화학양론을 1 : 1에 근접

하게 맞추기 위해 증착이 잘 되지 않는 S 용액의 농도를 과량 투입하

여 제조하였다[8,20]. 본 연구에서는 CdS 박막의 비저항을 낮추기 위

한 방법으로서 과잉의 Cd를 생성시켜 donor로 작용하는 S의 공극을 

보다 많이 생성시키기 위해, thiourea 용액의 농도를 고정한 후 CdSO4 

용액의 농도를 변화시켜 증착하였다. S에 대한 Cd의 농도 변화에 따른 

각 박막의 구조적, 광학적, 그리고 전기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실    험

  CdS 박막은 buffer layer로서 역할을 하며 최소한의 두께로써 높은 

투과도의 특성을 보이도록 증착되어 광흡수층에 빛이 충분히 도달될 

수 있어야 한다. CBD 법에 의해 CdS 박막을 증착시키기 위한 기판으

로는 25 mm × 25 mm × 1 mm 크기의 slide glass를 사용하였다. Cd 

source로는 cadmium sulfate (CdSO4)를 사용하고, S source로는 thiour-

ea (CS(NH2)2)를 사용하고 pH를 맞추기 위한 조절제는 NH4OH를 사

용하였다. 유리기판은 아세톤, 에탄올, DI water를 사용하여 초음파 세

척한 후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S에 대한 Cd농도의 변화에 따른 CdS 

박막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thiourea 용액의 농도는 50 mM로 고정

한 후 cadmium sulfate 용액의 농도는 5, 10, 50, 100, 150, 200 mM로 

변화시켜 각각 사용하였고 [S
2-

]/[Cd
2+

] 농도비는 10, 5, 1, 0.5, 0.3, 

0.25로 나타내었다. 증착온도는 선행연구의 결과[5]에 따라 항온수조

를 이용하여 70 ℃로 고정하고 기판위에 CdS 입자들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반응시간 동안 용액을 계속 교반시켰으며, 박막의 두께는 

대략적으로 700 Å로 증착되었다. 

  CdS 박막 증착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당량의 증류수가 들어있

는 반응용기에 암모니아수를 넣고 교반하여 암모니아가 해리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후 적정 농도의 Cd 용액을 투입하여 Cd complex가 형

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반응용기 내에 세척된 

유리 기판을 세로로 지지시키고 항온수조의 온도를 올려 반응용기의 

온도를 70 ℃로 유지시킨 후 Cd 용액과 동일 용량의 S 용액을 투입하

면서부터 반응은 시작되었다. 증착된 박막의 두께를 측정하여 CdS 박

막의 증착속도를 계산하였다. 증착이 완료된 기판은 에탄올과 증류수

에서 초음파 세척하여 박막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표면에 붙어있는 

CdS 입자들을 제거하였다. 

  증착된 CdS 박막의 두께는 surface profiler (Tencor-P1)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x-ray diffraction (XRD, X’Pert PRO MRD/Philips, Cukα 

x-ray source)으로 CdS 박막의 결정구조를 조사하였다. 박막의 미세구

조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 SEM, S-4300SE, 

Hitachi)으로 관찰하고 박막의 성분비는 전자현미경에 부착된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Inca Energy)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CdS 박막의 광 투과율을 관찰하기 위해 UV-Vis spectroscopy 

(Cary 300, Varian)를 이용하여 파장범위를 300∼900 nm에서 기판에 

수직한 방향으로 광을 입사시켜 측정하였고 측정된 투과도를 이용하여 

박막의 에너지 밴드갭을 계산하였다. S에 대한 Cd 농도변화에 따른 

박막의 전기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hall effect measurement 

(HMS-3000, ECOPIA)를 이용하여 비저항, 전하이동도, 그리고 전하

농도를 측정하였다. CdS 박막의 저항성 접촉(ohmic contact)을 위해 

In-soldering으로 전극을 형성시키고 van der Pauw geometry의 4-point 

probe를 사용하여 박막의 비저항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CdS 박막의 증착은 이온형성에 의한 메카니즘(ion-by- 

ion)과 클러스터(cluster) 형성에 의한 메카니즘(cluster-by-cluster)에 의

하여 박막의 증착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8]. 이온형성에 의한 메

카니즘은 용액내의 [Cd
2+

] 이온들이 기판위에서 핵을 형성하고 [S
2-

] 

이온을 흡수하여 CdS complex를 형성시켜 결정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불균일(heterogenous) 반응에 의해 진행되며 전체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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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M image of CdS thin films deposited in various Cd 

concentrations in solution. (a) [Cd
2+

] = 5 mM (S/Cd = 10), (b) [Cd
2+

] 

= 10 mM (S/Cd = 5), (c) [Cd
2+

] = 50 mM (S/Cd = 1), (d) [Cd
2+

] 

= 100 mM (S/Cd = 0.5), (e) [Cd
2+

] = 150 mM (S/Cd = 0.33), and 

(f) [Cd
2+

] = 200 mM (S/Cd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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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CdS thin films deposited in 

various Cd concenrtaions in solution. (a) 2θ = 20∼80°, (b) 2θ = 

40∼60°.

속적인 결정을 형성하여 조밀한 박막을 얻을 수 있고, hexagonal 또는 

hexagonal과 cubic 구조가 혼합된 결정구조를 가지게 된다[6-8,10,17]. 

반면에, 용액 내에서 형성된 CdS 클러스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클러스

터 형성 메카니즘은 균일(homogenous) 반응으로서 클러스터 크기의 

큰 결정립을 가지게 되어 증착된 박막은 porous하며 기판과의 부착력

이 저하된다. 두 증착 메카니즘은 이온농도에 따라 우세한 반응으로 

기판에 결정이 성장한다. 즉, 초기 핵형성을 하는 [Cd
2+

] 이온의 농도

가 큰 경우에 용액 내 반응은 불균일 반응이 일어나고, S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균일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11].  

  Figure 1은 [Cd
2+

] 이온의 농도를 변화시킴으로 증착한 CdS 박막의 

증착속도 결과이다. CdS 박막의 두께는 박막 태양전지의 buffer layer

로 사용하기 위하여 700 Å의 두께로 증착하였다. CdS 박막의 증착속

도는 Cd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Cd의 양이 많아져서 즉, 이온형성 반응에 의해 기판에 

생성되는 핵의 양이 많기 때문에 결정 성장이 촉진되어 막의 두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8]. 특히 150 mM에서는 기판에서의 이온형성에 

참여하고 남은 Cd 이온들이 용액 내에서 S 이온과 클러스터 형성에 

의한 증착 메카니즘으로 전환되어 큰 결정립이 기판에 형성되어서 박막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200 mM에서 다시 감소

하는 것은 용액 내에서 Cd과 반응할 수 있는 S의 농도가 희박하여 

CdS 박막을 만드는 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조된 CdS 박막의 결정성장의 모양과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박막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Figure 2에 나타내었다. 100 mM까

지의 Cd 농도에서 증착된 CdS 박막은 매우 조밀하며 균일한 형태의 

200∼300 Å 크기의 구형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그러나 

Cd 농도가 150 mM 이상의 농도에서 입자 크기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을 보여준다. [Cd
2+

] 이온이 [S
2-

] 이온의 농도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기판에서 핵생성이 용이하여 불균일 반응으로 이온형성 메카니즘에 

의해 보다 작은 CdS 입자가 성장할 수 있다. 반면, Cd 농도가 S 농도

보다 높은 영역에서는 기판에 흡착되고 남은 [Cd
2+

] 이온들이 용액에

서 [S
2-

] 이온과 균일반응을 함으로써 클러스터형성 메카니즘에 의해 

CdS 결정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박막의 결정

성을 XRD로 분석하여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은 용액 내의 Cd 농도에 따라 증착된 CdS 박막의 XRD 

패턴을 보여준다. CdS 박막은 잘 알려진 대로 cubic (zinc blende)과 

hexagonal (wurizite) 결정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상온에서 hexagonal 

구조가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다[9,20]. 모든 CdS 박막은 2θ = 26.5°

에서 (002)면의 hexagonal phase와 (111)면의 cubic phase의 피크가 우

세하게 보이며, 2θ = 43.9°, 52.5°에서도 각각 hexagonal phase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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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ransmittance values of CdS thin films deposited in various 

Cd concentration in solution. 

Table 1. EDS Analysis of CdS Thin Films Deposited in Various Cd Concentrations in Solution

In solution In film

Cd concentration (mM) (Cd : S) ratio Cd (at. %) S (at. %) (Cd : S) ratio

5 1 : 10 52.3 47.7 1 : 0.91

10 1 : 5 55.42 44.58 1 : 0.81

50 1 : 1 56.03 43.97 1 : 0.79

100 2 : 1 56.8 43.2 1 : 0.76

150 3 : 1 58.43 41.57 1 : 0.71

200 4 : 1 60.15 39.85 1 :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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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ptical bandgap of CdS thin films deposited in various Cd 

concentrations in solution. 

(110), (201)과 cubic phase인 (220), (311)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용액 

내의 Cd 농도가 150 mM (S/Cd = 0.5) 이상에서 2θ = 28.1°에서 

(101) peak와 2θ = 47.8°에서 (103) 피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hexagonal phase에 반사된다. 용액 내에서 Cd 농도가 S의 농도보다 높

은 경우 반응할 수 있는 Cd 양이 많아서 핵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고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C축 방향으로의 성장이 쉽게 일어나 hexagonal 

구조가 더 우세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1]. 따라서 XRD 결과에

서 [Cd
2+

] 이온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 hexagonal 구조가 우세하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6,7]. 

  CIGS 박막 태양전지에서 buffer layer로 사용되기 위한 CdS 박막의 

최적 조건은 높은 광투과율과 n-type 반도체 특성을 보여야 한다. 

Figures 4와 5는 제조된 CdS 박막의 광투과율과 측정된 광투과율로 

밴드갭을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밴드갭은 광투과율 곡선으로부터 구

할 수 있는데 직접천이반도체의 표준 표현식 (αhv)
2 

= A(hv-Eg)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7,10]. 증착된 CdS 박막은 모두 500 nm 근처에서 

흡수단이 관찰되며, 대략적으로 65∼85%의 넓은 범위의 투과도를 나

타낸다. Cd 농도가 100 mM까지 증가할수록 투과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전자현미경의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Cd 이온이 S 

이온보다 커지면서 용액 내에서 형성된 클러스터들이 기판 표면에 붙

으면서 큰 결정립에 의해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면서 투과도는 감소하

는 것이다. 그러나 [Cd
2+

]이온이 150 mM 이상에서 투과도가 다시 증

가하는 것은 큰 결정립 사이 공극에 의해 투과도가 증가되었으리라 

생각한다. Figure 5의 밴드갭 에너지는 Cd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큰 

변화가 없으나 200 mM일 때는 흡수단이 단파장으로 이동하면서 밴

드갭 에너지도 다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dS 박막의 Cd와 S의 화학양론적 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EDS를 이

용하여 조성을 분석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CdS 박막은 

전체적으로 Cd-rich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용액 내의 Cd 농도가 증

가할수록 박막의 Cd 조성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S의 조성은 감소하

여 S/Cd 조성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용액 내의 Cd 농도의 변화에 따른 박막의 전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hall effect measurement를 이용하여 CdS 박막의 비저항, hall 계

수, 전하농도(carrier concentration) 및 전하이동도(mobility)에 대해 측

정하였다. Figure 6은 CdS 박막의 비저항을 나타낸 것으로 CdS 박막

의 비저항은 10
3
∼10

4 
Ωcm 범위의 값을 가지며 [Cd

2+
]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제

조된 CdS 박막은 과잉 Cd의 형태를 나타내며, 이러한 과잉 Cd 또는 

S 공극들은 박막 내에서 donor로 작용하여 박막의 비저항을 감소시키

는 원인이 된다[9,11,17,18]. 

  Table 2는 CdS 박막의 hall 계수, 전하농도와 전하이동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CdS 박막의 hall 계수는 Cd 이온의 농도에 관계없이 음의 

값을 가지므로 n-type의 반도체임을 알 수 있다. n-type의 반도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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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istivity of CdS thin films deposited in various Cd 

concentrations in solution.

Table 2. Electrical Properties of CdS Thin Films Deposited in Various 

Cd Concentrations in Solution

Cd ion 

concentration in 

solution (mM)

Hall efficiency, Rh

(cm
3
/C)

Carrier 

concentration

(cm
-3

)

Mobility

(cm
2
/VS)

5 -1.49×10
6

4.2×10
12

676.3

10 -9.23×10
5

6.76×10
12

122.5

50 -7.88×10
5

7.92×10
12

102.7

100 -2.62×10
5

2.38×10
13

79.47

150 -6.74×10
4

9.26×10
13

67.07

200 -3.9×10
4

1.6×10
13

45.3

p-type의 태양전지와 p-n 접합을 이루어 전자가 생성된다. 태양전지의 

효율은 cell의 직렬저항이 낮을 때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

기 위해서는 박막의 비저항을 낮춰야 한다. 반응용액내의 Cd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하농도는 증가하여 비저항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CdS 

박막의 전기전도도는 박막의 결정성, 박막 내부의 입자 크기 및 화학

양론적 조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22]. 따라서 CdS 박

막이 donor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응에 참여하는 Cd 이온의 농

도를 S 이온의 농도와 같거나 높게 투입하면 기판 위에 과잉 Cd와 S 

공극으로 인해 생성된 높은 전하농도로 비저항을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CIGS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의 buffer layer로 적용될 수 있는 

CdS 박막의 구조적, 광학적 및 전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화학적 

증착방법에 의해 CdS 박막을 제조하였다. 과잉 Cd로 인한 S 공극을 

형성하여 n-type의 박막을 얻고 전하농도가 증가되어 비저항을 낮추

고, 박막의 투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증착조건을 얻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반응용액내의 S 용액의 농도를 고정하고 cadmium 용액

의 농도를 변화시켜 thiourea 용액의 농도에 대해 [S]/[Cd] 용액의 농

도 비가 1보다 적은 경우와 큰 경우에 대하여 박막 특성 변화들이 조

사되었다. 

  용액 내의 [S
2-

]/[Cd
2+

] 농도비가 1보다 작은 경우 용액내의 Cd 농도

의 증가로 기판에 생성되는 핵의 수가 증가하며 동시에 용액 내에 존

재하는 Cd이 증가하기 때문에 용액 내에서 균일반응이 촉진되어서 생

성된 CdS 결정들이 클러스터 형태로 기판에 흡착되었다. 결과적으로 

CdS 박막의 증착속도는 증가하며 생성된 CdS의 결정크기도 증가하

게 된다. 반면에 용액 내의 [S]/[Cd] 농도비가 1보다 큰 경우에 즉, 

[Cd
2+

] 이온이 적은 경우에는 [Cd
2+

] 이온이 용액 내에서보다 기판 위

에서 [S
2-
] 이온을 쉽게 흡수하여 CdS 결정입자가 생성되는 불균일 반

응에 의하여 결정이 생성되고 성장하게 된다. 이때의 CdS 박막의 표

면의 수백 옹스트롬의 작고 균일한 구형의 입자가 생성되었다. Cd 농

도가 큰 영역인 [S
2-

]/[Cd
2+

] 농도비가 1보다 적은 경우에는 큰 결정립

을 가진 박막이 형성되어 광투과율은 감소하였으나 밴드갭 에너지는 

유사한 값을 보이다가 Cd 농도가 200 mM 일 때 흡수단은 단파장 쪽

으로 이동하여 밴드갭 에너지가 증가하여 CdS의 에너지 밴드갭 2.36 

eV에 도달하였다. CdS 박막의 화학조성비는 Cd 농도가 증가할수록 

과잉 Cd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 공극이 생성되어 박막의 

[S
2-

]/[Cd
2+

] 조성비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CdS 박막의 전하농

도가 증가되어 비저항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CdS 박막의 조성비는 용액 내의 S와 Cd의 농도가 같거나 

S 농도보다 Cd 농도가 높을 경우 전하농도가 증가되어 보다 낮은 비

저항을 갖는 n-type의 반도체가 잘 형성시킬 수 있다. 이는 CIGS의 직

류저항을 낮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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