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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electrode absorption in a TIP (truncated inverted pyramid) LED (light-emitting
diode) and of the etch depth and the etch angle of an etched LED on the light extraction efficiency
have been studied. TIP LED may have a 100% light extraction efficiency if no loss occurs in the
medium, but when absorption occurs at the electrode, the light extraction efficiency decreases
rapidly and is highest when the height of the active region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two
electrodes. In the case of the etched LED, when the etch depth exceeds 36% of the chip thickness,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light escape cone becomes dominant. If the light absorption coefficient
of the chip material is zero, the light extraction efficiency approaches 100% when the etch angle
exceeds 20 degrees. Even for a loss of α = 5 [cm−1 ] inside the chip,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light escape cone becomes dominant when the etch angle exceeds 20 deg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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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된 LED의 식각 깊이와 식각 각도가 광 추출 효율에 미치는 영향
권기영∗ · 기장근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천안 31080, 대한민국
(2020년 5월 7일 받음, 2020년 8월 31일 수정본 받음, 2020년 9월 2일 게재 확정)

역피라미드(TIP, Truncated Inverted Pyramid) LED(Light Emitting Diode)의 전극 흡수가 광 추출
효율에 미치는 영향과, 식각된 LED(Light Emitting Diode) 의 식각 깊이와 식각 각도가 광 추출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역피라미드(TIP) LED는 매질의 손실이 없다면 100%의 광 추출 효율을 가질
수 있지만, 전극에서 흡수가 일어나는 경우, 광 추출 효율은 급속히 감소하며 활성층의 높이가 두 전극의 정
중앙에 위치할 때 광 추출 효율이 가장 높다. 식각된 LED의 경우 식각 깊이가 칩 두께의 36%를 넘어서면 광
탈출 원뿔이 증가하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칩 구성 물질의 광흡수 계수가 α = 0 [cm−1 ]
인 경우 식각 각도가 20도를 넘어서면 광 추출 효율이 100%에 가까워진다. 칩 내부에 손실이 있는 α =
5 [cm−1 ]인 경우에도, 식각 각도가 20도를 넘어서면 광 탈출 원뿔이 증가하는 효과가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Keywords: 식각 LED, 식각 깊이, 식각 각도, 광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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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활성층 내 방사 영역에서 방출된 광자에 대한 광 추출 효율
η 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했다.

생활조명 및 광통신 등에 사용되는 광원으로서
LED(Light Emitting Diode) 는 1960년대부터 연구가 시

η=

의 응용 범위가 대폭 넓어져 액정 표시장치 백 라이트, 자
동차 계기판 표시등, 고효율 조명등, 옥외 전광판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1].
고효율 LED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 양자 효율과 외부 양
자 효율을 모두 높여야 하는데, 현재 내부 양자 효율은 결정
성장 기술의 발달과 양자 우물 구조의 채택으로 거의 100%
에 가깝다. 외부 양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성층에서
방사된 광자가 칩 내부에서 흡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LED 칩의 경계면에서 굴절률 차이가 심해 칩
외부로 탈출하지 못하고 내부로 전반사되어 갇히게 되는 현
상을 줄여야 한다 [2,3]. 또 전극에서 흡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4], 투명전극을 이용해 광 추출 효율을
높이기도 한다 [5–7].
광 탈출을 증대시키는 LED의 기하학적 변화로 요철구조
의 텍스처링, 광 결정 등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절단
된 역피라미드 (TIP, Truncated Inverted Pyramid) LED
이다 [8,9]. 본 논문에서는 AlGaInP/GaP 계열 [10] 고휘도
LED로서 절단된 역피라미드 (TIP) LED를 제작할 때, 전

(1)

k=1

작되어 1970년대 상용화 과정을 거쳐 1990년대 후반에 들
어서서 LED의 조명 효율이 백열전구를 넘어서면서, LED

A B M
1 ∑∑∑
Nijk
ABC i=1 j=1

여기에서 i는 방사 영역에서 균등하게 위치한 발광 점 번호
이고, j 는 i 번째 발광 점에서 균등한 고체각으로 방사되는
특정 고체각 방향의 번호이며, j 번째 방향으로 총 C 개의
광자가 방출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방사 영역 전
체에서 방출된 광자의 총수는 ABC 가 된다. 발광 점에서
방사된 광자는 칩 내부를 진행하다가,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나머지는 투과하며, 반사된 광자는 또다시 진행
하다가 다른 경계면을 만나 반사 및 투과를 반복하게 된다.
Nijk 는 i 번째 발광 점에서 j 번째 고체각 방향으로 방사된
총 C 개의 광자 중에서 k 번째 경계면을 만나 칩을 탈출하는
광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k 의 최댓값 M 은 편의상 100으로
하였다.
광자가 칩을 탈출하기 전에 칩 내부를 진행한 평균 광자
진행 거리 T 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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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jk × Nij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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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j=1 k=1

i=1 j=1 k=1

(2)
여기에서 lijk 는 Nijk 개의 광자가 칩을 탈출하기 전에 칩
내부에서 진행한 총 거리이다.

극에서의 흡수와 활성층의 높이가 광 추출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활성층의 적절한 높이를 제안하였다. 또
일부분만 식각시킨 GaP LED에서 식각 깊이와 식각 각도,
그리고 칩 물질의 흡수계수가 광 추출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Ⅱ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시
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하고 논의를 거쳐, Ⅳ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II. 시뮬레이션 방법
LED의 활성층 내 방사 영역을 균일하게 나누어 발광 점
을 설정하고, 각 발광 점에서 방출된 광자에 대하여 광선
추적 기법을 적용하였다. 광자들은 LED 칩 내부를 진행
하다가 칩 내부에서 흡수되어 감쇄가 일어나거나, 경계를
만나면 스넬(Snell)의 법칙과 프레넬(Fresnel) 정리에 의하
여 입사광이 반사 또는 투과된 후 다시 진행한다 [11, 12].
또 전극에서 흡수되어 감쇄가 일어날 수도 있다. LED의

III. 결과 및 논의
Figure 1은 절단된 역피라미드(TIP, Truncated Inverted
Pyramid) LED(Light Emitting Diode) 의 개략도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GaP의 전극 재료는 Au, Ni, Pd 등이 있고
[13,14], 그 위에 형성된 층 (1) 은 GaP 클래드 (clad) 층이
며, 그 위에 AlGaInP 활성층 (active layer) 이 있고, 다시
그 위에 층 (2)는 GaP 클래드 층과 기판이고, 맨 위에 금속
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AlGaInP 활성층을 사용하는 경우
몰 비율에 따라 파장이 590 [nm] 인 노랑에서 630 [nm] 인
빨강까지의 빛을 방출할 수 있다. 다이오드의 위 평면과
아래 평면에서 정사각형 금속판 전극의 면적은 각각 25 ×
25 [µm2 ] 로 같게 하였다. 광자가 방출되는 활성층 내 방사
영역(emitting area)의 면적도, 편의상 클래드 층에서 전류
퍼짐의 영향을 무시하고, 전극의 면적과 같도록 취했다.
Figure 2는 Fig. 1을 정면에서 바라본 정면도이다. Figure 2의 정면도에서 다이오드 위 평면의 가로와 세로 길
이는 같은 길이로 L = 300 [µm] 로 하였고, 아래 평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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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IP LED.
Fig. 3. The graph of photon extraction efficiency vs.
emitting layer height of etched LED in case of (A) no
electrode absorption, (B) 20% electrode absorption and
(C) 60% electrode absorption.

Fig. 2. Front view of TIP LED.
가로와 세로 길이는 각각 25 [µm]로 하였다. 아랫면에서 윗
면까지의 높이는 Z = 100 [µm] 로 하였다. 반도체 재료의
굴절률을 3.02(GaP)로 하고, 외부 굴절률은 1.0(공기)으로
하였다. 광자가 방출되는 방사 영역의 높이 H 는 0.1Z 에서
0.9Z 까지 변화를 주었다. Figure 2에서 경사 식각된(옆면
)
과 윗면이 이루는 각도는 전반사 임계각 θc = sin−1 nnoi
의 2배로 하여 광자가 전반사되어 다이오드 내부에 영원히
갇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Figure 3은 방사 영역의 높이 H 가 0.1Z 에서 0.9Z 까지
변화할 때, 광 추출 효율을 보여준다. GaP의 전극 재료는
Au, Ni, Pd 등이 있고 [13, 14], ITO(Indium Tin Oxide)
와 Ti/Pt/Au 또는 Au/AuGe, Ti/Au/Ni 등도 사용된다.
전극에서 흡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경우, 예상되는 바와

같이 모든 광자는 탈출하게 되지만, 실제 제작된 전극에서는
경우에 따라 수 %에서 수십 %의 흡수가 발생한다. 만약
20%의 흡수가 발생하면 전극에서 흡수되는 광자들 때문에
(B) 와 같이 광 추출 효율이 89 – 92% 정도로 감소한다.
만약 전극에서 60%의 흡수가 발생하면 전극에서 (C) 와
같이 광 추출 효율이 72 – 81% 정도로 더욱 감소한다. 활성
층 (active layer) 의 높이가 두 전극의 정 중앙에 위치할 때
가장 광 추출 효율이 높다.
Figure 4는 발광영역의 높이 H 가 0.1Z 에서 0.9Z 까지
변화할 때, 평균 광자 진행 거리를 보여준다. 전극에서 20%
의 흡수가 발생하면 평균 광자 진행 거리에 큰 변화가 없
다가, 60%의 흡수가 발생하면 96% 정도로 평균 광자 진행
거리가 줄어든다.
Figure 1과 같은 구조의 역피라미드(TIP) LED는 광 추
출 효율은 높지만, 경사진 부분의 식각 깊이가 매우 커질
경우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Fig. 5와 같이 경사진
부분의 식각 깊이를 줄여서 식각 (etched) LED를 제작할
경우, 역피라미드 LED의 광 추출 효율과 평균 광자 진행
거리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조사하였다. Figure 1과 Fig.
5를 비교하면, 활성층 아래 클래드 층 (1)은 같은 형상이지
만, 활성층 위 클래드 층 (2)는 칩의 두께 D 만큼을 경사 식
각하지 않은 것이 다른 점이다. 기본적으로 베블링 공정에
의해 경사 식각된 부분을 제작하면 θ 크기의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Fig. 5에서 θ 가 80도 이상이 되면, 만약 식각
LED의 클래드 층 (2)의 두께 D 만큼을 계속 경사 식각하여
역피라미드 LED를 만들면 칩의 윗부분의 끝이 뾰족하게
되어, 제조 및 취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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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graph of mean photon path length vs. emitting layer height of etched LED in case of (A) no electrode absorption, (B) 20% electrode absorption and (C)
60% electrode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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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ont view of etched LED.

Fig. 5. Schematic diagram of etched LED.
Figure 6은 Fig. 5를 정면에서 바라본 정면도를 그린
것이다. 활성층은 다이오드의 아랫면으로부터 식각 깊이
H 만큼 위에 위치한다. Figure 6에서 다이오드 위 평면의

Fig. 7. The graph of mean photon path length vs. etch
depth of etched LED as etch angle increases.

가로와 세로 길이는 같은 길이로 X = 300 [µm] 로 하였고,
아래 평면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식각 깊이 H 와 식각 각도 θ
에 따라 변화한다. 아랫면에서 윗면까지의 높이는Z = 110
[µm] 로 하였다. 반도체 재료의 굴절률을 3.02(GaP) 로 하
고, 외부 굴절률은 다이오드를 에폭시로 둘러싼 경우로 가
정하여 1.5(에폭시) 로 하였다.
Figure 7은 식각 깊이 (etch depth) H 에 따른 평균 광자
진행 거리 (mean photon path length) 를 식각 각도 (etch

angle) θ 를 매개변수로 하여 그린 그림이다. 식각 각도 θ 가
30도를 넘어가면, 역피라미드(TIP) LED인 경우에는 모든
광자는 광 탈출 원뿔 안에 위치하게 되어 탈출하게 되지만,
식각 LED인 경우에는 식각 깊이 H 에 따라 광 탈출의 효율
이 다르게 된다. 식각 깊이 H 가 커질수록 기하학적 구조가
역피라미드 (TIP) LED와 유사하게 되어, 평균 광자 진행
거리가 짧아지고 금방 탈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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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graph of photon extraction efficiency vs. etch
depth of etched LED as photon absorption α increases.

Fig. 8. The graph of mean photon path length vs. etch
depth of etched LED as photon absorption increases.
그러나 식각 각도 θ 가 10도 이하의 경우에는, 식각 깊이
H 가 커질 때 평균 광자 진행 거리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ure 8은 LED 반도체 재료인 GaP 물질의 광흡수 계수
α 가 α = 0 [cm−1 ] 에서 α = 20 [cm−1 ] 까지 변화할 때,
식각 깊이 H 에 따른 평균 광자 진행 거리를 변화를 보여주
는 그래프이다. α = 10 [cm−1 ] 보다 작을 때는 식각 깊이
H 가 커질수록 평균 광자 진행 거리가 짧아진다. α = 10
[cm−1 ] 보다 클 때는 식각 깊이 H 가 40 [µm] 까지는 평균
광자 진행 거리가 증가하다가, 40 [µm] 이상에서는 평균
광자 진행 거리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즉 식각 깊이
H 가 40 [µm]를 넘어서면 광 탈출 원뿔이 증가하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광흡수 계수
α 가 증가할수록 LED 칩 내부에서 광자의 흡수가 증가하
면서 모든 식각 깊이에서 평균 광자 진행 거리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9는 LED 반도체 재료인 GaP 물질의 광흡수 계수
α 가 α = 0 [cm−1 ] 에서 α = 20 [cm−1 ] 까지 변화할 때,
식각 깊이(etch depth) H 에 따른 광 추출 효율(photon extraction efficiency)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α = 0 [cm−1 ]
인 경우에는 식각 깊이 H 가 커질수록 기하학적 구조가 역
피라미드(TIP) LED와 유사하게 되어, 광 추출 효율이 100
[%] 에 다다르게 된다. 광흡수 계수 α 가 증가할수록 LED

칩 내부에서 광자의 흡수가 증가하면서 모든 식각 깊이에서
광 추출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식각
깊이 H 가 커질수록 기하학적 구조가 역피라미드 LED와
가까운 구조가 되어, 광 탈출 원뿔 안으로 들어가는 광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α 값에 대하여 광 추출 효율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0은 식각 각도(etch angle)에 따른 광 추출 효율
(photon extraction efficiency) 을 (A) α = 0 [cm−1 ] 인 경
우와 (B) α = 5 [cm−1 ] 인 경우에 대해 그린 그래프이다.
Figure 10 (a)는 식각 깊이(etch depth)가 H = 10 [µm] 인
경우이고, (b)는 H = 40 [µm] 인 경우, (c)는 H = 70 [µm]
인 경우, (d)는 H = 100 [µm] 인 경우에 각각 해당한다.
Figure 10 (a) 를 보면 α = 0 [cm−1 ] 일지라도 식각 깊
이가 너무 작아, 식각에 의한 광 탈출 원뿔의 증가 효과가
미미하여, 식각 각도가 증가해도 광 추출 효율이 기껏 8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Figure 10 (b) – (d) 를 보면 동일한 α 에서 식각 깊이가
증가할수록, 식각에 의한 광 탈출 원뿔의 증가로 광 추출
효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향은 α = 0
[cm−1 ] 인 경우보다 α = 5 [cm−1 ] 인 경우에 더욱 두드러
진다.
식각 깊이가 H = 40 [µm] 이상인 경우, 광 탈출 원뿔이
증가하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평균 광자
진행 거리가 감소하는 패턴을 Fig. 8에서 보였는데, α = 0
[cm−1 ] 인 경우에 대하여 Fig. 10 (b) – (d) 를 보면 식각
각도 20도를 넘어서면 광 추출 효율이 100%에 가까운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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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a)

(b)

(c)

(d)

Fig. 10. The graph of photon extraction efficiency vs.
etch angle of etched LED in case that etch depth is (a)
10 [µm], (b) 40 [µm], (c) 70 [µm] and (d) 100 [µm] as
(A) photon absorption α = 0 and (B) α = 5.

Figure 10 (d) 에서 식각 깊이 H 가 100 [µm] 이고 α = 0

LED 칩 내 활성층에서 방출된 광자를 칩 외부로 방출
시켜 광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식각된 면을 만들어
주면 광 탈출 원뿔이 증가하여 광자를 칩 외부로 방출시킬
수 있게 된다.
역피라미드(TIP) LED는 전극의 손실이 없는 경우 100%
의 광 추출 효율을 가질 수 있지만, 만약 전극 금속에서 20%
의 흡수가 발생하면 전극에서 흡수되는 광자들 때문에 광
추출 효율이 89 – 92% 정도로 감소하고, 전극에서 60%의
흡수가 발생하면 72 – 81% 정도로 더욱 감소한다. 활성층의
높이가 두 전극의 정 중앙에 위치할 때 가장 광 추출 효율이
높다.
부분 식각이 된 LED에 대하여, 식각 깊이와 식각 각도에
따른 광 추출 효율을 비교 검토하였다.
식각 깊이 H 가 40 [µm] 즉 칩 두께의 36%를 넘어서면
광 탈출 원뿔이 증가하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
작한다. 칩 구성 물질의 광흡수 계수 α 가 증가할수록 LED
칩 내부에서 광자의 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식각
깊이에서 광 추출 효율이 낮아지고 평균 광자 진행 거리도
짧아진다. α = 0 [cm−1 ] 인 경우에 대하여 식각 각도가
20도를 넘어서면 광 추출 효율이 100%에 가까워진다. 칩
내부에서 손실이 있는 α = 5 [cm−1 ] 인 경우에도, 식각
각도가 20도를 넘어서면 광 탈출 원뿔이 증가하는 효과가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cm−1 ] 인 경우에, 식각 각도가 10도만 되더라도 광 추출
효율이 97%가 되어 광 탈출 원뿔이 증가하는 효과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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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짐을 볼 수 있다. 즉 식각 깊이 H 가 100 [µm] 이고,
식각 각도가 10도만 되더라도 역피라미드 LED에 근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칩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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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있는 α = 5 [cm−1 ] 인 경우에, 식각 각도가 30 – 40
도인 경우와 10도인 경우를 비교하면, 식각 각도가 10도일
때 α = 0 [cm−1 ] 인 경우 대비 광 추출 효율의 감소폭이
급격히 커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식각 각도가 작은 경우
탈출이 그만큼 어려워 내부에서 광자가 진행하는 동안 손
실의 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LED 반도체 재료인 GaP
물질의 광흡수 계수 α가 존재하는 동시에, 금속 전극에서의
흡수도 존재하면 두 영향이 중첩되어 비례해서 광 추출 효
율을 감소시키며, 만약 금속 전극에서 20%의 흡수가 추가
로 발생하면 광 추출 효율이 Figure 10의 값의 90% 정도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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