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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aP/GaAs 이중접합 기반의 고효율 플렉시블 태양전지 제조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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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I-V compound semiconductor based thin film solar cells promise relatively higher power conversion efficiencies and 

better device reliability. In general, the thin film III-V solar cells are fabricated by an epitaxial lift-off process, which requires an 

AlxGa1-xAs (x≥0.8) sacrificial layer and an inverted solar cell structure. However, the device performance of the inversely grown solar 

cell could be degraded due to the different internal diffusion conditions. In this study, InGaP/GaAs double-junction solar cells are 

inversely grown by MOCVD on GaAs (100) substrates. The thickness of the GaAs base layer is reduced to minimize the thermal budget

during the growth. A wide band gap p-AlGaAs/n-InGaP tunnel junction structure is employed to connect the two subcells with minimal

electrical loss. The solar cell structures are transferred on to thin metal films formed by Au electroplating. An AlAs layer with a thickness

of 20 nm is used as a sacrificial layer, which is removed by a HF:Acetone (1:1) solution during the epitaxial lift-off process. As a result,

the flexible InGaP/GaAs solar cell was fabricated successfully with an efficiency of 27.79% under AM1.5G illumination. The efficiency

was kept at almost the same value after bending tests of 1,000 cycles with a radius of curvature of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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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PCE : power conversion efficiency, %

CPV : concentrated photovoltaics

IMM : inverted metamorphic

ELO : epitaxial lift-off

AM1.5G : air mass 1.5 global

BSF : back surface field

TJ : tunnel junction

MOCVD :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UHP H2 : ultra-high purity hydrogen

TMGa : trimethylgallium

TMIn : trimethylindium

AsH3 : arsine

PH3 : phosphine

DEZn : diethylzinc

CBr4 : carbon tetrabromide

SiH4 : silane

DETe : diethyltellurium

ARC : anti-reflection coating

PCB : printed circuit board

EQE : external quantum efficiency, %

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c : short-circuit current density, mA/cm
2

Voc : open circuit voltage, V

FF : fill fa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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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ndard structure (b) Inverted structure

Fig. 1. Schematic diagrams of (a) standard and (b) inverted 

InGaP/GaAs solar cell epi-structures

1. 서 론

III-V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는 재료 자체의 물성이 우수

하고, 다중접합 구조 구현이 용이하여 다른 종류의 태양전지

에 비해 월등히 높은 광전변환효율(PCE) 특성을 보여준다
1)

. 

현재 삼중접합 구조의 InGaP/GaAs/Ge 태양전지가 상용화되

어 있으며, 주로 인공위성용 태양광 패널이나 집광형 태양광

발전(CPV)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응용되고 있다
2)

. 최근에

는 소형 인공위성과 고고도용 무인 항공기, 다목적 드론 등 

소형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유선형 기체에 부착 가

능한 플렉시블 박막 형태의 고효율 III-V 태양전지 제조기술

이 연구되고 있다
3-5)

.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플렉시블 태양전지는 저가형 소

재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효율이 낮거나, 소자 안정성이 떨어

지는 문제점이 있다
6)
. 따라서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고 신뢰성

이 우수한 III-V 태양전지를 얇은 필름 형태로 제작하여, 유연

성을 부가하고 경량화하는 방법이 설치 면적의 제한을 받는 

플렉시블 태양전지 제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위성용 및 CPV용 InGaP/GaAs/Ge 태양전지는 대부분 Ge 

기판을 하부 셀로 사용하여 벌크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7)

, 

제조비용이 높고 박막형 소자 구현이 어렵다. 하지만 최근 III-V 

에피층과 GaAs 기판을 분리하는 기판 박리(ELO) 공정 기술 

관련 연구가 확대되면서, 플렉시블 박막 형태의 III-V 태양전

지 소자 제작 및 저가화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다
8)
. 특히, ELO 

공정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역변성(IMM) 구조의 InGaP/GaAs/ 

InGaAs 태양전지는 AM1.5G 1 sun 조건에서 37% 이상의 초

고효율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

ELO 기술의 핵심은 III-V 에피층과 GaAs 기판 사이에 

AlxGa1-xAs (x≥0.8) 희생층을 삽입하고 HF 용액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식각하는 것이다. ELO 공정 적용 시 태양전지 에

피층을 역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에피

층 내부의 원자 확산 조건 변화로 소자 특성 저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3)
. 따라서 고효율 플렉시블 III-V 태양전지 제작

을 위해서는 역방향 에피성장 조건 최적화가 우선적으로 연

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MOCVD 에피성장 기술을 이용하여 InGaP/GaAs 

이중접합 태양전지 구조를 역방향으로 성장하고, 2인치 웨이

퍼 기반의 ELO 공정을 적용하여 박막형 태양전지 소자를 제

작하였다. 특히, 에피성장 순서 변경에 따른 소자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MOCVD 성장 조건을 최적화하여 고효율 플렉시

블 InGaP/GaAs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2. 실험방법

2.1 역방향 구조의 태양전지 에피성장

박막형 InGaP/GaAs 태양전지 제작을 위해 Fig. 1과 같이 

p-type GaAs (100) 기판 위에 AlAs 기반의 희생층 구조를 

성장한 후, 태양전지 에피층을 역방향으로 성장(inverted growth)

하였다. 각각의 태양전지 셀은 emitter/base p-n 접합 층과 캐

리어 재결합 방지를 위한 window 및 BSF 층으로 구성되며, 

10
19

 cm
-3

 이상의 고농도로 도핑된 p-GaAs/n-GaAs 터널접합

(TJ) 구조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GaAs 물질로 성장된 

최상층 및 최하층은 금속 전극과의 저항 접촉(ohmic contact) 

형성을 위해 5×10
18

 cm
-3

 이상의 도핑농도를 갖는다.

모든 에피층은 MOCVD (AIXTRON: 2600 G3) 단일 챔버 

내에서 성장되었다. 고순도로 정제된 수소(UHP H2)를 캐리

어 가스로 사용하였으며, 챔버 압력을 50 mbar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TMGa, TMIn 유기금속 소스와 AsH3, PH3 가스 

소스를 각각 3족과 5족 반응 물질로 사용하였으며, DEZn와 

CBr4를 p-type 불순물로 SiH4와 DETe를 n-type 불순물로 사

용하였다. 각각의 에피층은 도핑조건에 따라 550~720°C의 

온도 범위에서 성장되었다.

2.2 박막형 태양전지 소자 제작

역방향으로 성장된 InGaP/GaAs 태양전지 에피웨이퍼를 

기반으로 Fig. 2와 같은 소자 제작 공정을 적용하여 셀 면적 

5.5×5.5 mm
2
의 박막형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첫 번째로 전도성 유연 기판 제작을 위해 전해도금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전지 에피웨이퍼 표면에 금속 박막을 형성하였

다. 안정성이 우수한 Au 물질을 사용하였으며, 박막 두께를 

30 μm로 얇게 도금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두 번째로 ELO 공정을 적용하여 태양전지 에피층을 GaAs 

기판으로부터 분리하였다. ELO 공정 속도 향상을 위해 AlAs 

희생층을 20 nm 두께로 얇게 성장하였으며, HF:Aceton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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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llustrations of the fabrication process for the thin film 

InGaP/GaAs solar cell

Table 1. MOCVD growth conditions of standard and inverted 

InGaP/GaAs solar cell epi-structures

Cell
Growth

direction

Base thickness (nm)
TJ structure

InGaP GaAs

A Standard 500 3500 p-GaAs/n-GaAs

B Inverted 1000 3500 p-GaAs/n-GaAs

C Inverted 1000 1500 p-GaAs/n-GaAs

D Inverted 1000 1500 p-AlGaAs/n-InGaP

Fig. 3. Cross sectional SEM images of the fabricated thin film 

InGaP/GaAs solar cell

Table 2. Photovoltaic device parameters of the fabricated 

InGaP/GaAs solar cells under AM1.5G illumination

Cell
PCE

(%)

Voc

(V)

Jsc

(mA/cm
2
)

FF

(%)

A 28.01 2.33 13.77 87.30

B 17.41 2.33 8.83 84.54

C 21.30 2.34 10.50 86.65

D 25.21 2.32 12.58 86.39

혼합 용액을 이용하여 식각하였다
10)

.

세 번째로 분리된 태양전지 에피웨이퍼 표면에 전면 전극

을 패터닝하고, 반사방지막(ARC)을 증착하여 표면 반사에 

의한 태양광 흡수 손실을 최소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mesa isolation 및 dicing 공정을 이용하여 각각

의 태양전지 셀을 분리한 후, 금속 PCB에 부착하고 Au wire

로 연결하여 package를 완료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에피성장 방향에 따른 InGaP/GaAs 태양전지 특성 

변화

에피성장 방향에 따른 InGaP/GaAs 태양전지의 소자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4가지 조건으로 성장

된 InGaP/GaAs 태양전지의 광전변환효율 및 양자효율(EQE) 

특성을 비교하였다.

셀 A는 Fig. 1(a)과 같이 정방향으로 성장된 벌크형 태양전

지이며, 셀 B, C, D는 Fig. 1(b)과 같이 역방향으로 성장된 

박막형 태양전지이다. 박막형 태양전지의 경우, 내부 확산 조

건 변화에 따른 InGaP 셀 특성 저하를 고려하여
3)
 InGaP base 

두께를 500 nm에서 1,000 nm로 증가시켰다. 박막형 태양전

지 소자의 성능 개선을 위해, 셀 C와 D는 GaAs base 두께를 

3,500 nm에서 1,500 nm로 감소시켰으며, 셀 D는 밴드갭이 

상대적으로 큰 AlGaAs, InGaP 기반의 터널접합 구조를 적용

하였다.

역방향으로 성장한 박막형 InGaP/GaAs 태양전지의 구조 

분석을 위해 SEM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소자 단면을 분석하

였다. Fig. 3은 전해도금 공정 전 박막형 셀 B의 SEM 단면 

분석 이미지이다. Fig. 3(a)을 보면 Fig. 1(b)과 같은 박막형 

태양전지 에피층이 잘 성장되어 각각의 계면이 명확하게 구

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확대 이미지인 Fig. 3(b)에서 희

생층 구조를 보다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데, u-GaAs, u-InGaP 

버퍼층이 u-AlAs 희생층 위아래로 성장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버퍼층은 태양전지 에피층과 기판의 표면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 목적으로 삽입되었으며
8,10)

, ELO 공정 후 선택적 

식각 방법으로 제거되었다.

제작한 InGaP/GaAs 태양전지의 광전변환효율 특성은 class 

A 등급의 solar simulator (Wacom: WXS-220S-L2) 장비를 

이용하여 AM1.5G (1,000 W/m
2
) 표준 스펙트럼 조건에서 측

정하였으며, 양자효율 특성은 측정 오차가 2% 이내인 태양전

지 양자효율 측정 장비(PV measurement: QEX7)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벌크형 및 박막형 InGaP/GaAs 태양전지의 광전변환효율 

특성과 J-V 곡선을 Table 2와 Fig. 4에 각각 나타내었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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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voltaic J-V curves of the fabricated InGaP/GaAs 

solar cellsunder AM1.5G illumination

Fig. 5. External quantum efficiencies of the fabricated InGaP/ 

GaAs solar cells

Fig. 6.  Photographs of the flexible thin film InGaP/GaAs solar 

cell wafer

결과를 살펴보면 박막형 셀 B, C, D의 효율이 벌크형 셀 A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단락회로 전류 밀도(Jsc)의 저하

가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개방회로 전압(Voc)과 충

진률(FF)이 크게 저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Fig. 2의 박막형 

소자 제작 공정이 박막형 태양전지 소자 특성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전지의 Jsc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양자효율 측정 

결과에서도 Fig. 5와 같이 박막형 태양전지의 특성 저하 현상

이 확인된다. 특히, 500 nm 이하 단파장 영역에서의 양자효율 

특성 저하가 두드러지는데, 해당 영역은 InGaP emitter 층의 

두께 및 도핑농도, 공핍폭, 소수 캐리어 확산 길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
11)

. 따라서 InGaP/GaAs 태양전지 에피

층을 역방향으로 성장할 경우 InGaP 셀의 emitter 영역 특성

이 변화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InGaP 셀 특성 변화의 주요 요인은 역방향 에피성장에 따

른 고온 노출 시간의 증가로 알려져 있다
3)
. 3,500 nm로 두꺼

운 GaAs 셀을 성장하는 동안 InGaP 셀 내부에서 Si, Zn 등의 

불순물 확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emitter 영역의 두께와 도핑농

도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 확산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박막형 셀 C와 D에서는 GaAs base 두께를 1,500 nm로 

줄여 InGaP 셀의 고온 노출 시간을 50% 이하로 감소시켰다. 

Table 2에서 박막형 셀 B와 C의 광전변환효율 특성을 비교해 

보면, GaAs base 두께 감소 효과로 Jsc가 19%까지 향상된 것

을 알 수 있다.

고온 노출 시간의 증가는 InGaP 셀 특성 저하 문제 외에도 

터널접합 특성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터널접합 층의 

불순물 확산 현상으로 인해 도핑 농도가 감소하고, 에피결함

밀도가 증가하여 터널링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12)

. Fig. 5에

서 박막형 셀 C의 양자효율 특성을 살펴보면, InGaP 셀과 

GaAs 셀의 양자효율이 동일하게 낮은 수준으로 제한되는데, 

이를 터널링 확률 감소에 의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터널접합 특성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박막

형 셀 D에서는 밴드갭이 상대적으로 큰 p-AlGaAs/n-InGaP 

터널접합 구조를 적용하여 내부 확산 효과를 억제하였다. 그 

결과, 박막형 셀 D의 양자효율 특성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었

으며, Jsc가 벌크형 셀 A의 91%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Fig. 

5에서 InGaP 셀 흡수 영역(300~650 nm) 특성을 살펴보면, 

벌크형 셀 A과 박막형 셀 D의 양자효율 곡선이 540 nm 지점

에서 서로 교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셀이 유사한 

Jsc 특성을 보이는 것은 역방향 에피성장에 따른 단파장 특성 

저하와 base 두께 증가에 따른 장파장 특성 개선의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11)

.

3.2 플렉시블 박막형 InGaP/GaAs 태양전지 소자 특성

InGaP/GaAs 태양전지의 역방향 에피성장 실험 결과를 바

탕으로 2인치 웨이퍼 기반의 ELO 공정 기술을 적용하여, Fig. 

6과 같은 플렉시블 박막형 InGaP/GaAs 태양전지 웨이퍼를 

제작하였다. Fig. 6(a)은 전해도금 공정 후 태양전지 웨이퍼의 

후면 사진이며, Fig. 6(b)은 ELO 공정 후 태양전지 웨이퍼의 

전면 사진이다.

유연 기판 형성을 위한 전해도금 공정 과정에서 5 mm 두

께의 원형 띠가 형성되어 약간의 면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인치 웨이퍼 한 장당 약 20개 정도의 박막형 태양전지 셀

(5.5×5.5 mm
2
) 제작이 가능했다. 특히, 30 μm 두께의 얇은 

Au 박막을 대체 기판으로 사용한 결과, Fig. 6(c)과 같은 유연

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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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ending test results of the flexible thin film InGaP/GaAs 

solar cell under AM1.5G illumination

Fig. 8. Photovoltaic J-V curve and device parameters of the 

flexible thin film InGaP/GaAs solar cell under AM1.5G 

illumination

Fig. 7은 제작한 플렉시블 박막형 InGaP/GaAs 태양전지의 

굽힘 테스트 결과이다. 곡률반경 10 mm 조건으로 태양전지 

웨이퍼를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이에 따른 PCE, Voc, Jsc, FF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굽힘 테스트 전의 효율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모든 특성 인자의 변화량이 ±1% 이내로 매우 작았

으며, 1,000회의 굽힘 테스트 후에도 PCE 감소량은 0.03%로 

안정적인 동작 특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굽힘 테스트 시 기

계적 손상에 의한 태양전지의 효율 저하 현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 8은 최적조건으로 제작된 플렉시블 박막형 InGaP/GaAs 

태양전지의 J-V 곡선 및 광전변환효율 특성을 보여준다. 각 

에피층의 두께와 도핑농도를 최적화하고, InGaP 셀과 GaAs 

셀의 전류정합 구조를 구현하였으며, 전면 전극 구조를 최적

화하여 태양전지의 광흡수율을 극대화하였다. 결과적으로 플

렉시블 박막형 InGaP/GaAs 태양전지의 Jsc를 13.98 mA/cm
2

까지 향상시켰으며, 27.79%의 광전변환효율을 달성하였다. 

이는 벌크형 InGaP/GaAs 태양전지의 효율(28.01%)과 유사

한 수준으로, 웨이퍼 기반의 플렉시블 박막형 III-V 태양전지 

제작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OCVD 에피성장 기술과 ELO 공정 기술

을 이용하여 고효율 InGaP/GaAs 이중접합 태양전지를 플렉

시블 박막 형태로 제작하였다. 특히, 태양전지 에피층을 역방

향으로 성장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소자 특성 저하 문제를 

실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도성 유연 기판을 형성을 위한 

Au 전해도금 기술과 2인치 웨이퍼 기반의 ELO 공정 기술을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27.79% 효율의 박막형 InGaP/GaAs 

태양전지 소자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여, 2인치 웨이퍼 기반의 

플렉시블 III-V 태양전지 제작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MOCVD 기반의 역방향 에피성장 기술은 III-V 태양전지 

고효율화를 위한 다중접합 기술로 응용될 수 있으며, 2인치 

웨이퍼 기반의 ELO 공정 기술은 III-V 태양전지 저가화를 위

한 기판 재사용 기술로 응용 가능하다. 특히, 플렉시블 박막형 

III-V 태양전지 기술은 설치 면적의 제한을 받는 휴대용 기기

나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 모바일 응용 분야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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