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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to investigate the optical and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flexible GaAs solar cells fabricated by using the epitaxial lift-off (ELO) process. Used the photoluminescence (PL) and J-V
measurements. The as-grown GaAs solar cells were transferred onto Au/polyimide (ELO-layer/Au;
ELA) and polydimethylsiloxane (PDMS) (ELO-layer/PDMS; ELP) flexible substrates. At 300 K,
we observed PL emission bands caused by defects below the GaAs band edge transition energy
(1.425 eV) for both the ELA and the ELP samples. The PL intensities for the ELA and the ELP
samples, which were due to the defects in those samples, were higher than that for the as-grown
sample. Moreover, the interference effect due to the internal multireflection (IMR) of PL light is
lead that the PL peak by the defects is observed as the PL with several peaks. The PL intensity
of the ELA sample was enhanced by the reflection effect at the GaAs/Au interface. In the J-V
characteristics, the short-circuit current density and the efficiency of ELA sample were reduced by
about 2.13 mA/cm2 and 1.7%,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values for the GaAs-ref
sample, because photo-generated carriers were trapped by the defect states generated during the
ELO process.
PACS numbers: 78.66.Fd, 78.40.−q, 73.40.Lq, 73.50.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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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GaAs 태양전지에서 에픽택셜 리프트 오프 공정 중 형성되는 결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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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에피텍셜 리프트 오프 (Epitaxial lift-off; ELO) 공정이 적용된 GaAs 태양전지의 특성을
광발광 (photoluminescence; PL) 과 전류밀도-전압 (J-V) 측정으로 조사하였다. 성장된 GaAs 태양전
지 시료 (As-grown) 를 Au/polyimide (ELO-layer/Au; ELA) 및 polydimethylsiloxane (PDMS)/glass
(ELO-layer/PDMS; ELP) 기판들 위에 전사하였다. 300 K에서 ELA와 ELP시료들은 GaAs 띠 간 전이
에너지 (1.425 eV) 보다 낮은 에너지에서 As-grown 시료와 비교하여 결함에 의한 PL 신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관측되었다. 이 때 결함에 의한 PL 신호들은 다수의 봉우리를 갖는 신호로 관측되었으며, 이는
내부 다중 반사 (internal multi-reflection; IMR) 에 의한 간섭 효과 때문이었다. ELA 시료의 경우에는
GaAs/Au 계면에 의한 반사 효과로 인하여 GaAs 띠 간 전이와 결함에 의한 PL 신호의 세기가 As-grown
보다 증가하였다. 1 sun 에서 J-V 측정결과 ELA시료는 GaAs-ref 시료보다 단락전류와 태양전지 효율이
각각 2.13 mA/cm2 , 1.7% 저하되었다. 이는 광 생성 운반자가 ELO 공정 중에 발생하는 결함에 의해
포획되기 때문이다.
PACS numbers: 78.66.Fd, 78.40.−q, 73.40.Lq, 73.50.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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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리하는 ELO 공정을 통한 고품질의 GaAs 태양전지 제작이
보고되었다 [12,14]. 현재까지, 습식 식각 공정에서 온도와

GaAs는 직접 천이 형 반도체로서 높은 광흡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태양전지의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1.40 eV 근처의 띠 틈 에너지(1.42 eV)를 가지고 있어
서 고효율 태양전지의 후보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특히 단일 접합 구조에서 29.1%까지 효율이 보고되었다 [1,
2]. 단락전류(short-circuit current; JSC ) 증가를 이용한 태
양전지의 효율을 증가를 위하여 흡수 파장영역을 확장하거
나, 광 생성 운반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사용되었
으며, 이를 위하여 나노구조를 이용한 표면 무반사막 적용,
광 포획 흡수층 두께 조절 및 활성층에 양자점을 도입하였다
[3–6]. 또한, 개방전압 (open-circuit voltage; VOC ) 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전지가 도입되었으며,
다중접합 구조의 제작 방법중의 하나로 에피텍셜 리프트 오
프 (Epitaxial lift-off; ELO) 를 이용한 웨이퍼 접합 기술이
연구되었다 [7]. 이러한 ELO 기술은 경량화 및 웨어러블
소자를 위한 플렉서블 태양전지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7–11]. 일반적인 ELO 방법은 박막 성장이 완료된 시료
를 습식 식각을 통해서 에피층과 기판을 분리하고, 분리된
에피층을 원하는 기판에 전사 또는 접합을 시키는 것이다
[11–13]. ELO 공정을 통한 태양전지 소자 제작은 분리된
원 기판의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전지 제작에서
차지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GaAs 태양전지의 경우 기판과 에피층 사이에 삽입된
AlAs층을 HF용액으로 습식 식각하여 기판과 에피층을 분

식각 용액의 화학적 농도에 따른 소자의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9,10], ELO 공정에서 전사 및
접합 중에 발생하는 결함이 태양전지의 효율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GaAs기판 위에 성장한 태양전지 시료
(As-grown), ELO 공정을 거친 에피층을 polydimethylsiloxane(PDMS) 에 전사시킨 시료 (ELO-layer/PDMS;
ELP) 및 Au/polyimide 층 에 접 합 시 킨 시 료 (ELOlayer/Au/polyimide; ELA) 의 광학적 특성을 여기광세기
(excitation intensity; Iex ) 및 온도 의존성 광 발광 (photoluminescence; PL) 측정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ELP와
ELA의 PL측정 결과 비교를 통하여 ELO 공정 중 생성
된 결함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전류밀도-전압 (current
density-voltage; J-V) 특성 평가를 통해서 결함이 태양전지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II. 실 험
본 연 구 에 서 사 용 된 p+-n-n+ GaAs 태 양 전 지
는 분 자 선 박 막 성 장 장 치 (molecular beam epitaxy;
MBE) 를 이용하여 성장되었다. ELO 공정을 진행하
기 위해서 n+-GaAs 기판 위에 GaAs(150 nm)/AlAs
(15 nm)/GaAs(150 nm)/InGaP (50 nm) 구조로 순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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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하였고, 이후에 에피층 (p+-n-n+) 을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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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The diagram of epitaxial lift-off process for (a) ELA and (b) ELP samples and the structures of
(c) GaAs-ref and (d) ELA solar cells.
(As-grown). 이때 AlAs층은 습식 식각을 통하여 에피층
과 기판을 분리하는 식각층으로 사용되었다. InGaP층은
화학적 기계 연마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공정에서 식각 멈춤층으로 사용되었다. Figure 1(a) 와 (b)
는 ELA와 ELP 시료들의 ELO 공정과정을 도식화한 그림
이다. ELA 시료는 성장이 완료된 시료 위에 Au를 증착한
후 Au/polyimide 박막 위에 Au-to-Au 접합을 진행하였다.
접합이 된 시료를 HF용액에 담금으로 인해서 AlAs층을
식각시킨 뒤 에피층과 기판을 분리하였다. GaAs 과 InGaP 층의 CMP를 통해서 식각함으로 인해서 ELA를 제
작하였다. ELP 시료의 ELO 공정과정은 성장된 시료를
HF용액에 담금으로 인해서 AlAs층을 식각하여, 에피층과
기판을 분리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하였다. 이후 분리된 에
피층을 PDMS/glass기판에 전사시켰다. 이후 ELA공정의
마지막 과정과 동일하게 GaAs와 InGaP층을 식각하였고,
ELP를 제작하였다. ELO 공정 중 생성된 결함이 태양전지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태양전지 소자
를 제작하였다. Figure 1(c) 와 (d) 는 GaAs-ref와 ELA의
태양전지 소자들의 개략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GaAs-ref
시료는 식각을 위한 AlAs 및 InGaP 층들이 없이 제작되
었다. 그 결과, GaAs-ref와 ELA 태양전지 소자의 기판은
각각 GaAs 와 Au/polyimide로 이루어져 있지만, 태양전
지 내부의 구조는 동일하다. 두 시료의 전면 전극과 후면
전극은 AuZn/Ni/Au와 Ge/Au/Ni/Au로 구성되었다.
As-grown, ELP 와 ELA 시료들의 결함 준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온도와 Iex 에 따른 PL실험을 진행하였다. 여기광

원은 He-Ne (633 nm) 레이저를 사용하였고, 발광 신호를
단색화 장치에 입사 시켰으며, 단색화 장치를 통해 파장에
따른 PL신호를 Si 다이오드로 검출하였다. 진공 저온 장
치를 이용하여 시료의 온도에 따른 PL실험을 진행하였고,
ND필터를 이용하여 Iex 에 따른 PL실험을 진행하였다. 1
sun 조건에서 GaAs-ref와 ELA의 J-V 측정 실험을 진행하
였고, J-V 결과를 분석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구하였다.

III. 결 과
Figure 2 (a) 는 300 K에서 Iex 를 156 mW/cm2 로 측정
한 세 시료의 정규화된 PL신호이고, Fig. 2 (b) 는 PL 신
호이다. As-grown 시료의 상온 PL신호에서는 1.425 eV 부
근에서 강한 발광 신호가 관측되었다. 아울러 ELO 공정을
거친 ELP, ELA 시료들의 상온 PL 신호에서도 1.425 eV
부근에서 나타나는 강한 발광 신호가 관측되었고, 이 신
호의 피크 에너지 보다 낮은 에너지에서 다수의 봉우리를
갖는 신호가 추가적으로 관측되었다. 세 시료의 PL신호
에서 관측되는 1.425 eV 근처의 발광 신호는 GaAs 띠 간
전이에 의한 신호이다. 또한, ELO 공정을 거친 시료에서
관측된 GaAs 띠 간 전이 에너지 보다 낮은 에너지에서 나
타나는 발광 신호는 ELO 공정 중에 생성된 결함 준위에
의한 신호이다. 아울러 결함 준위에 의한 신호가 내부 다중
반사 (internal multi-reflection; IMR) 의 간섭 효과에 의해
다수의 봉우리를 갖는 신호로 나타났다 [9]. ELA 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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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a) The Normalized PL spectra for as-grown, ELP and ELA samples at 300 K and (b) the PL
spectra for as-grown, ELP and ELA samples at 300 K.
경우 1.396, 1.361, 1.323, 1.287, 1.248 eV에서 5개의 발광
피크가 나타났다. ELP 시료의 경우 1.417, 1.367, 1.325,
1.287 eV 에서 4개의 발광 신호가 나타났다. ELP 시료에서
나타나는 발광 피크 신호의 주기는 ELA 시료에서 나타나는
발광 피크 신호의 주기보다 길게 나타났다. 이는 ELP 시
료의 경우 GaAs/PDMS 계면에서 자유단 (free end) 반사,
ELA 시료의 경우 GaAs/Au 계면에서 고정단 (fixed end)
반사에 의한 IMR의 간섭 효과 현상으로 사료된다. 즉 ELO
공정 중에 생성된 결함 준위에 의한 신호가 간섭 효과에 의
하여 여러 개의 신호처럼 나타난 것이다. Figure 2 (b) 에
서 ELA 시료의 GaAs 발광 세기는 As-grown 시료의 발광
세기보다 2배 강하게 관측되었고, ELP 시료의 GaAs 발광
세기는 As-grown 시료의 발광 세기보다 4배 약하게 관측
되었다. ELA 시료의 경우 시료 내부에서 발생된 발광 신호
중 후방으로 방출되는 신호가 GaAs/Au 계면에서 반사된
후 전방으로 방출되어 전면에서 관측되는 신호의 세기가
증가된다. 하지만 As-grown, ELP 시료들의 경우, GaAs
기판에 흡수되거나, PDMS/glass 기판을 투과하여 ELA
시료보다 발광 세기가 약하게 관측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ELP 시료의 경우 시료 내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Asgrown 시료보다 GaAs 발광 세기가 약하게 관측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Figure 3 (a) 는 ELA 시료의 온도에 따른 정규화된 PL
신호를 나타내었다. ELA 시료의 온도가 300 K에서 150 K
감소함에 따라, GaAs 띠 간 전이 에너지에 의한 발광 신
호는 1.425 eV에서 1.486 eV로 60 meV 증가하였다. 이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GaAs 격자 상수가 작아지고, 이로
인해 GaAs 띠 간 전이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시료의 온도가 300 K일 때 IMR의 간섭 효과에 의해 관
측되는 결함에 의한 신호의 피크 위치는 각각 1.403, 1.355,

1.314, 1.281 eV이고, 150 K 일 때는 각각 1.456, 1.406,
1.366, 1.330 eV이다.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결함에 의한
신호 위치도 증가 하였다. 만약 각각의 결함 신호의 근원이
다르다면 온도가 감소할 때 신호의 증가 폭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시료의 온도가 300 K에서 150 K로 낮아졌을
때 모든 신호의 피크 위치는 50 meV 만큼 일정하게 증가하
였다. 그러므로, 이 신호들은 하나의 신호가 IMR에 의한
간섭 효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PL 발광 신호의 세기(PLIELO )는 GaAs 띠 간 전이에
의해 나타나는 PL 발광 세기(PLIGaAs )보다 상대적으로 증
가함을 보였다. 이는 온도가 감소함에 ELO에 의해 생성된
결함 준위의 밀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Figure 3 (b)는 ELP 시료의 온도에 따른 정규화된 PL신
호를 나타내었다. ELP 시료의 온도가 300 K에서 150 K 감
소함에 따라, GaAs 띠 간 전이에 의한 발광 신호는 1.433 eV
에서 1.459 eV로 26 meV 증가하였다. 시료의 온도가 300 K
일 때 IMR의 간섭 효과에 의해 나타난 신호의 피크 위치는
각각 1.392, 1.362, 1.325, 1.289 eV이고, 150 K 일 때는
각각 1.409, 1.370, 1.333, 1.296 eV이다. 온도에 따른 신호
위치의 변화는 ELA 시료의 실험결과와 동일하다. 하지만
ELP 시료의 경우 온도가 300 K에서 150 K로 낮아졌을 때
모든 신호의 피크 위치는 약 11 meV 만큼 일정하게 증가하
였고, 이는 ELA 시료의 증가 폭 보다 작다.
Figure 3 (c) 는 As-grown, ELA 와 ELP 시료들의 PL
측정 결과에서 관측된 GaAs 띠 간 전이 에너지를 온도에
따라 나타내었다. 300 K에서 As-grown 시료의 GaAs 띠
간 전이 에너지와 비교 하였을 때, ELA와 ELP 시료들의
GaAs 띠 간 전이 에너지는 10 meV 낮은 에너지를 가진다.
GaAs 에피층이 Au 와 PDMS에 의해 장력을 받기 때문에
띠 간 전이 에너지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ELA와 Asgrown 시료들의 GaAs 띠 간 전이에 의한 발광 에너지의

810

New Physics: Sae Mulli, Vol. 69, No. 8, August 2019

Fig. 3. (Color online) Temperature-dependent of (a) ELA and (b) ELP samples at Iex = 156 mW/cm2 . (c) The GaAs
band-to-band transition energies for as-grown, ELA and ELP samples with various temperature. (d) The ratio of
PLIELO /PLIGaAs for ELA and ELP samples with various temperature.
차이는 시료의 온도 변화와는 무관하게 약 10 meV로 일
정하다. ELP 시료의 경우 온도 변화에 따른 GaAs 띠 간
전이 에너지의 변화는 ELA와 As-grown 시료들의 변화보
다 약하다. 온도가 감소할수록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은 격
자 수축에 의한 것이므로 에너지의 변화는 기판 물질의 열
팽창률에 영향을 받는다. PDMS의 열팽창 계수는 GaAs
에피층의 열팽창 계수보다 작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GaAs 에피층은 PDMS기판에 의해 장력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온도에 따른 ELP의 띠 간 전이 에너지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3 (d) 는 ELA 와 ELP 시료들의 PLIELO 와
PLIGaAs 의 비를 온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3 (d) 의 삽도는 300 K에서 ELA 시료의 발광 신호를 측정
한 그래프이고, ELO 공정 중 발생하는 결함 준위와 IMR
의 간섭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PLIELO 와 GaAs 띠 간 전
이에 의해 나타나는 PLIGaAs 의 크기를 나타낸 그림이다.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PLIELO 가 PLIGaAs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PLIELO /PLIGaAs 값은 증가하였다. 온
도가 300 K에서 150 K으로 감소함에 따라 ELA 시료의

PLIELO /PLIGaAs 값이 0.4에서 3.8로 증가하였고, ELP 시
료는 0.8 에서 1.0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ELO 공정에 의한 결함 밀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LO 공정으로 인한 결함은 에피층의 응력의
변화에 의하여 생성되었으므로, 온도에 따라 시료의 응력이
변화되면 결함 밀도가 변할 수 있다. 또한, ELA 시료는
GaAs/Au계면에서의 반사로 인하여 전면으로 방출되는 발
광 신호가 증폭되었기 때문에 ELP 시료보다 온도 감소에
따른 PLIELO /PLIGaAs 의 변화가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4는 시료의 온도가 300 K 일 때, Iex 에 따른
PLIELO /PLIGaAs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ELA 시료에
서, Iex 가 14 mW/cm2 에서 156 mW/cm2 으로 증가하였을
때 PLIELO /PLIGaAs 의 비는 0.75에서 0.55로 감소하였다.
이는 Iex 가 증가할수록 광생성 운반자의 수는 증가하지만
결함 준위의 밀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함 준위에 의한
PL 신호의 세기가 포화 되기 때문이다. ELP 시료에서는
Iex 가 14 mW/cm2 에서 156 mW/cm2 으로 증가하였을 때
PLIELO /PLIGaAs 의 비는 0.90에서 0.25으로 더 빠르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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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The ratio of PLIELO /PLIGaAs for
ELA and ELP samples with various excitation intensity
at 3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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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The J-V curve for the GaAs-ref
and ELO solar cells.

IV. 결 론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GaAs-ref and ELA
solar cells.
Sample
GaAs-ref
ELA

VOC (V)
0.984
1.007

JSC (mA/cm2 )
22.02
19.89

FF (%)
86.61
85.27

Efficiency (%)
18.77
17.07

본 연구에서는 ELO 공정을 거친 GaAs 태양전지에서
생성된 결함의 특성을 PL 분광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ELO 결함에 의한 PL신호가 GaAs 띠 틈 에너지 보다 낮은
에너지에서 관측이 되었다. 이는 ELO 공정 중에서 에피

소하였다. 시료에 결함 밀도가 낮을 경우 결함에 의한 PL

층과 GaAs 기판층을 분리해 내는 과정에서 시료의 응력의

신호의 세기는 동일한 Iex 의 변화에서 빠르게 포화 된다.

변화에 의하여 결함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ELA와

ELA 시료는 Au/polyimide 기판에 부착 후 습식 식각을 진

ELP시료에서 결함 신호들이 다수의 봉우리 형태로 관측된

행 후 약간의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에피층을 분리시키고,

것은 IMR의 간섭 효과로 인한 것이다. ELP 시료에 대한

ELP 시료는 습식 식각 공정만으로 에피층을 분리하였다.

온도에 따른 PLIELO /PLIGaAs 변화는 ELA 시료의 결과보

따라서 응력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ELO결함의 밀도는

다 더 작은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시료의 응력 변화가

ELA 시료보다 ELP 시료에서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되며,

더 적기 때문이다. Iex 에 따른 결과에서는 ELP 시료의

이러한 추정은 Fig. 4의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PLIELO /PLIGaAs 변화가 ELA 시료의 결과보다 더 큰데,

Figure 5는 1 sun 조건에서 GaAs-ref와 ELA시료에 대

이것은 ELP 신호의 결함 밀도가 더 낮기 때문이다. ELO

한 J-V곡선을 나타낸 그림이고, Table 1은 J-V 곡선을 통

공정 중에 생성된 결함이 태양전지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해 구한 VOC , JSC , FF (fill factor), 효율을 나타낸 표이다.

조사하기 위해 J-V 실험을 진행하였다. ELO 공정에서 생

GaAs-ref 시료에 비해 ELA의 VOC 는 비슷하게 측정되었지

성된 결함에 의하여 JSC 및 FF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서

만, 시료의 JSC , FF 그리고 효율은 ELA 가 더 낮은 값으로

태양전지 효율이 1.7% 감소하였다. ELO 공정이 적용된 태

측정되었다. ELO 공정을 통해 생성된 결함 준위의 밀도는

양전지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정 중에 발생하는

GaAs-ref 시료보다 더 높으므로, 결함 준위에서의 운반자

결함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포획으로 인해 JSC 와 FF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효율이
감소하였다. GaAs-ref에 비해 ELA 의 효율은 1.7% 저하
되었다. ELO 공정을 최적화하여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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