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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w-frequency noise (1/f noise) has been measured in order to analyze the Vth instability of ZnO
TFTs having two different active layer thicknesses of 40 nm and 80 nm. Under electrical stress, it was
found that the TFTs with the active layer thickness of 80 nm shows smaller threshold voltage shift (△Vth)
than those with thickness of 40 nm. However the △Vth is completely relaxed after the removal of DC
stres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is threshold voltage instability, we accomplished the 1/f noise
measurement and found that ZnO TFTs exposed the mobility fluctuation properties, in which the noise level
2
increases as the gate bias rises and the normalized drain current noise level(SID/ID ) of the active layer of
thickness 80 nm is smaller than that of active layer thickness of thickness 40 nm. This result means that
the 80 nm thickness TFTs have a smaller density of traps. This result correlated with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performmed using XRD, which indicated that the grain size increases when the active
layer thickness is made thicker. Consequently, the number of preexisting traps in the device increases with
decreasing thickness of the active layer and are related closely to the Vth instability under electric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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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ZnO를 활성 층으로 하는 TFT (thin film transistor)
는 plastic 기판에서 저온으로 제작 될 수 있어 낮은
생산 비용의 대 면적 display 혹은 flexible display
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2]. 현재 LCD (liquid
crystal display) 구동 소자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a. Corresponding author; gawon@cnu.ac.kr

는 a-Si:H TFT의 경우 이동도가 낮아 구동 주파수
가 증가함에 따라 charging time이 길어 별도의 보상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Poly-Si 기반의 TFT는 이동
도는 좋지만 대 면적 display 적용 시 광원으로 line
beam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의 도핑을
거쳐야 하므로 단가 상승 측면 등의 단점들이 예상되
기 때문에 우수한 이동도를 갖는 ZnO 기반의 산화물
TFT는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3,4].
본 연구그룹에서는 ZnO를 이용하여 150℃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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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공정을 통해 비교적 우수한 이동도 (0.79 cm2V-1s-1)
특성을 보이는 bottom-gated TFT를 구현함으로써
plastic 기판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다
[5]. 하지만, ZnO TFT의 경우 동작 중 문턱전압 변
화로 인하여 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등의 구동소자로 사용하는데 많은 어
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6].
본 논문에서는 저온에서 제작된 서로 다른 활성
층 두께를 갖는 ZnO TFT들의 물리적, 전기적 특성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 서 언급했던 문턱 전압 불
안정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전기적 분석
방법으로 low frequency noise (1/f noise) 방법을 도
입하였다. 1/f noise 측정은 공정 조건에 따른 interface
및 grain boundary trap의 밀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
법으로 a-Si TFT 및 poly-Si TFT에 적용되어 사용
되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a-IGZO TFT 적용 결과들
이 보고되고 있다 [7-9].

(a)

(b)
Fig. 1. (a) cross section and (b) top view of bottomgated ZnO TFT [5].

2.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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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값을 보였으며, SS는 drain
current 0.1 nA 지점에서 추출되었는데 40 nm에서

3. 결과 및 고찰

에서 역시 더 큰 값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계 효과
mobility는 linear region에서 drain current 10 nA 지

IDS [A]

Bottom-gated ZnO TFT를 제작하기 위해 SiO2/Si
기판 위에 RF magnetron sputter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Ti gate layer 100 ㎚를 증착하였다. Gate insulator로
200 nm의 Si3N4를 PE-CVD를 이용하여 150℃에서
증착하였으며, 활성 층인 ZnO는 RF magnetron sputter
로 두께를 40 nm와 80 nm로 달리하여 증착하였다.
이후 passivation layer, 층간 절연막 및 contact/metal
pad를 형성하였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연구한
ZnO TFT의 단면도와 평면도를 보여 주고 있다.
제작된 bottom-gated ZnO TFT들의 특성 분석은
다음과 같다. 전기적인 특성의 경우 Agilent 4156C를
이용하여 DC 게이트 전압 스트레스에 따른 변화를 분
석하였고, Dynamic Signal Analizer (35670A) 와 Low
Noise Current Parameter (SR570)를 이용하여 1/f noise
를 측정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두께를 가지는 ZnO의
결정 구조와 grain size 비교를 위한 물리적 분석 방법
으로 XRD (x-ray diffraction)를 함께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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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V characteristics of ZnO TFTs with different a
ctive layer thicknesses.

하여 추출하였고, 40 nm에서 10.7 V로 80 nm의 8.68

6.01 V/decade, 80 nm 에서는 5.48 V/decade로 40 nm

점에서 계산되었는데, 40 nm에서 0.117 cm2·V-1·s-1,
특성 곡선이다. 활성 층 두께에 따른 소자 특성을 비

80 nm에서 0.276 cm2·V-1·s-1를 보였다.
활성 층 두께에 따른 DC 스트레스 측정 결과는

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턱전압은 linear fitting을

다음과 같다. 그림 3(a)는 40 nm 와 80 nm의 활성 층

그림 2는 제작된 bottom-gated ZnO TFT들의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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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easurement results of positive bias stress

Fig. 4. The normalized drain-current noise spectral density

(a) and relaxation (b) on ZnO TFTs with active layer

(SID/ID ) versus VGS-VTH for bottom-gated ZnO TFTs

thicknesses of 40 nm, 80 nm.

with different thicknesses.

2

두께를 가지는 ZnO TFT에서 양의 방향으로 1000초

변화가 스트레스 전압인가로 생성된 트랩들에 의한

동안 게이트 전압 스트레스 (20 V)를 가했을 때 문턱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트랩들에 의한 것임을 의

전압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미한다. 이는 문턱 전압 변화가 그림 3의 (a)에 나타

스트레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문턱전압도 증가하

낸 바와 같이 활성 층 두께에 상관없이 대수적으로

였으며, 40 nm에서의 문턱 전압 변화가 80 nm에서

시간에 의존하는 power law 관계를 보이는 점에서

보다 더 크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스트레스 전압이

재확인할 수 있다 [10].

제거되었을 때 그림 3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활

활성 층 두께에 따른 트랩 특성의 차이를 명확히

성 층 두께에 상관없이 동일한 변화율로 초기 문턱전

하기 위해서 1/f noise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림4의

압 값에 접근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대략 24시간이

(a)와 (b)는 고정된 주파수 (20, 40, 100 Hz)에서의 서

지났을 때 두 소자들 모두 초기 문턱전압 값으로 완

로 다른 활성 층 두께를 가지고 있는 ZnO TFT의 정

전히 회복되었다.
DC 스트레스에 의한 문턱 전압 변화가 스트레스가

규화 된 드레인 전류 noise 대 VGS-VTH 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두 소자 모두 진성 채널 영역에서 1/f

제거됨에 따라 상온에서 특정 바이어스나 열처리 없

noise가 주로 carrier mobility fluctuation의 경향성을

이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점은 문턱전압

보이는 대략 -1의 기울기를 보였다 [11,12].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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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RD spectra of the ZnO films as a function of
the fil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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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호되는 각도 34.1°가 관측 되었다. Scherrer의
공식에 의해 계산된 결정 크기는 소자의 활성 층 40
㎚에서 146 Å, 80 ㎚에서 196 Å으로 활성 층 두께
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 크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증착두께에 따른 결정크기에 대한 기보고
결과와 동일하다 [15].

thickness(40nm)
thickness(80nm)

1

10

100

1000

Frequency [Hz]
(b)
Fig. 5. The normalized drain-current noise spectral density
2
(SID/ID ) vs. frequency for bottom-gated ZnO TFTs with
different thicknesse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문턱 전압 불안정성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활성 층 두께를 40 nm와 80 nm로 달리하는
bottom-gated ZnO TFT를 제작한 후, 1/f noise 특성
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기적인 스트레스 인가 시 문턱

carrier mobility fluctuation은 계면이나 활성 층 사이에
서 이동하는 전자 산란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전압 변화가 대수적으로 시간에 의존한 power law 관
계를 보인다는 점과 변화된 문턱 전압이 상온에서 회

그림 5는 활성 층 두께에 따른 정규화 된 드레인

복되는 점을 통해 소자 불안정성 원인이 interface나

전류 noise level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5의
(a)에서 noise level은 게이트 전압이 문턱전압보다 3

oxide내 일시적인 전하 trapping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 인가 시 더 큰 문턱 전압 변화를 보인

V 클 때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림 5의

40 nm 소자의 경우 트랩 밀도를 의미하는 1/f noise

(b)와 같이 게이트 전압이 21 V로 증가되었을 때 뚜

level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
과는 활성 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크기가 증

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표면 산란이 지배적인 게이
트 바이어스 영역에서[14] 활성 층 두께가 얇은 소자

가한다는 XRD 분석 결과로부터 원인을 설명할 수 있

가 큰 noise level을 보인다는 점은 얇은 박막의 소자

었다. 즉 활성 층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grain size가
감소하면서 트랩 밀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문턱전압

내에 더 많은 트랩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막의 두께에 따른 트랩 밀도 변화 원인을 물리적
으로 확인하기 위해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

변화 및 전자 산란이 더욱 크게 되는 것으로 이상의

은 활성 층 두께에 따른 XRD spectra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는 기존에 a-Si, poly-Si 기반의 소자에 존재하는
트랩 분석에 주로 사용되었던 1/f noise 분석이 ZnO

본 연구에서는 Bragg's angle 2 θ 에서 c-축 방향

분석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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