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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report the characteristics of thin-film transistor (TFT) to make the bi-channel structure 

with stacked Mg0.1ZnO0.9O (Mg= 10 at.%) and ZnO. The ZnO and Mg0.1Zn0.9O thin films were deposited 

by radio frequency (RF) co-sputter system onto the thermally oxidized silicon substrate. A total thickness 

of active layer was 50 nm. Firstly, the ZnO thin films were deposited to control the thickness from 5 nm 

to 30 nm. Sequentially, the Mg0.1Zn0.9O thin films were deposited to change from 45 nm to 20 nm. The 

bi-layer TFT shows more improved properties than the single layer TFT. The field effect mobility and 

subthreshold slope for Mg0.1Zn0.9O/ZnO-TFT are 7.40 cm
2V-1s-1 and 0.24 V/decade at the ZnO thickness 

of 10 n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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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산화물반도체 재료를 이용한 차세  평 형 

디스 이 소자를 개발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이 되고 있다 [1,2]. 그  ZnO (zinc oxide) 기반의 

산화물 반도체에 한 심이 집 이 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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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는 온에서 쉽게 다결정으로 성장이 

가능하며, 투명하며, 기존의 비정질 실리콘 TFT 보다 

높은 계 효과 이동도 (field effect mobility)를 가지

는 박막형 트랜지스터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평 형 디스 이 소자는 면 화  해상도 증가

에 따라 높은 이동도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 계효과 이동도의 증가  소자의 신뢰성을 개선

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5].

본 연구에서는 이  구조의 Mg0.1Zn0.9O/ZnO 활성

층 구조를 가지는 산화물 트랜지스터를 제작하 고, 

단일 ZnO 활성층 구조를 가지는 트랜지스터 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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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함으로써 트랜지스터 특성을 평가하 다. 일부 

다른 논문에서는 층 순서가 다른 ZnO/MgZnO 이

 활성층 구조의 TFT가 보고되었으며, MgZnO 

에 성장한 ZnO 박막은 큰 결정립이 형성됨에 따라 

이동도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보고하 다 [6].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ZnO와 MgZnO 이종 합을 통한 밴드 

갭 형성에 따른 TFT 소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ZnO에 Mg이 첨가되면 밴드 갭 (band gap)은 증

가하게 된다. ZnO와 MgZnO이 합을 하게 될 경우 

도 역 차이 (conduction band offset)에 의해 도

역에서 우물이 형성된다 [7]. 

이와 같이 합면에서는 polarization effect에 의해 

다수의 자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자들은 결정에서의 결함이나 다결정의 경계에 존재하

고 있는 결함들을 가림 (screening)으로써 다결정 박

막에서도 기  특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8,9]. 하지만 박막형 트랜지스터에 한 

연구들은 보고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Mg0.1Zn0.9O/ZnO 이  활성층 구조의 박막형 트랜지

스터를 제작하여 그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RF co-sputter 장비를 이용하여 

ZnO  Mg0.1Zn0.9O/ZnO 박막을 성장하 다. 우선 

0.005 Ω·cm 비 항을 가진 n+-Si 실리콘 기 을 수평

형 열 산화로에 넣고 900℃ 온도에서 산소를 주입하

여 SiO2를 형성하 다. 이때 SiO2 두께는 40 nm를 가

진다. 열 산화 공정 후 SiO2/Si 기 을 sputter 챔버 

(chamber)에 넣고, 10-5 Torr 이하로 배기하 다. 고 

진공에서 아르곤 가스 20 sccm을 주입하여 5 mTorr

의 챔버 압력을 유지시켜 박막을 증착하 다. 증착온

도는 300℃이다. 

Mg0.1Zn0.9O/ZnO 다층 박막을 제조하기 해 우선 

ZnO 박막을 증착하 다. 이때 사용된 타깃 크기는 4

인치 직경이며, RF 워는 100 W이다. ZnO 증착이 

끝난 후, 연속 으로 MgxZn1-xO (x= 30 at.%) 타깃과 

ZnO 타깃을 co-sputtering하여 Mg0.1Zn0.9O 박막을 형

성하 다. 이때 사용된 RF 워는 각각 100 W이다. 

Mg0.1Zn0.9O 박막의 Mg의 조성비는 선행 연구에서 약 

10 at.%를 가지며, 밴드 갭은 약 3.52 eV인 것을 확

인하 다 [10].

그림 1에는 단일 활성층을 가지는 ZnO-TFT와 이

Fig. 1. Schematic diagrams of (a) ZnO-TFT and (b) 

Mg0.1Zn0.9O/ZnO-TFT.

활성층을 가지는 Mg0.1Zn0.9O/ZnO-TFT의 구조를 나

타낸 단면도이다. 각 채 의 두께는 약 50 nm를 가지

도록 증착 시간을 조 하여 ZnO와 Mg0.1Zn0.9O/ZnO 

박막을 증착하 다. 이  활성층 TFT에서 Mg0.1Zn0.9O 

(y nm)/ZnO (x nm)의 두께는 45/5, 40/10, 30/20, 

20/30을 가진다. 포토리소그래픽 공정을 통해 ZnO와 

Mg0.1Zn0.9O/ZnO 활성층을 습식에칭을 하 다. Ti/Au 

속을 약 10 nm/50 nm의 두께로 e-beam 증착기로 

속을 증착한 후 lift-off 방법으로 극을 형성하

다. 기 인 특성은 반도체 라미터 분석기인 

HP-4145B로 측정되었다. Mg0.1Zn0.9O/ZnO 활성층 구

조에서 ZnO가 x nm인 샘 들을 HS-ZnO(x nm)로 편

의상 명명하 다.

3. 결과  고찰

그림 2는 ZnO-TFT  Mg0.1Zn0.9O/ZnO-TFT의 

출력 특성 그래 이다. VGS가 0 V에서 20 V까지 증

가함에 따라 포화된 IDS 류는 증가한다. 이는 활성

층에서 자에 의한 기  흐름이 나타나는 형

인 n-형 TFT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활성층 

TFT에서 ZnO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VGS와 

VDS에서의 포화된 IDS 류값은 증가하 다. 일반 으로 

Mg0.1Zn0.9O 박막은 ZnO 보다 상온에서 낮은 자 캐

리어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밴드 갭의 증가로 인해 

자가 도 까지 여기 (excitation)되기 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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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utput plots for (a) ZnO-TFT and (b∼e) 

Mg0.1Zn0.9O/ZnO-TFTs.

활성화 에 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활성층 두께는 

약 50 nm로 동일하기 때문에 ZnO 두께가 증가하면 

Mg0.1Zn0.9O 두께는 감소하기 때문에 ZnO 두께가 증

가됨에 따라 활성화된 캐리어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포화된 IDS가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3은 ZnO-TFT와 Mg0.1Zn0.9O/ZnO-TFT의 

도특성 그래 이다. VDS는 각각 0.5 V와 10.5 V를 주

었고 VGS는–10 V에서 20 V까지 압을 변화시켰다. 

VDS= 0.5 V에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 효과 이

동도 (μFE)를 결정하 다.

 


                            (1)

gm은 최  transconductance이며, W는 채  폭, L

은 채  길이, Ci는 연막의 하량이다. ZnO-TFT

의 μFE는 5.74 cm
2V-1s-1이며, Mg0.1Zn0.9O/ZnO TFT 

는 2.24에서 7.40 cm
2
V
-1
s
-1
까지 값을 보 다. 가장 높

은 이동도를 가진 소자는 ZnO 10 nm일 때이며, ZnO 

5 nm일 때 가장 낮은 값을 가졌다. 하지만 ZnO 20 

nm와 30 nm의 소자는 ZnO-TFT와 비슷한 이동도를 

보 다.

Fig. 3. Transfer semi-log plots of IDS–VGS for (a) 

ZnO-TFT and (b∼e) Mg0.1Zn0.9O/ZnO-TFTs.

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문턱 압 이하에서의 

기울기 (S)를 구하 다. 

 log 


                              (2)

ZnO-TFT는 S 값이 약 0.44 V/decade를 보 으나, 

ZnO 5 nm 소자는 증가한 0.72 V/decade 값을 보

다. 하지만 ZnO 20 nm 소자의 경우 0.22 V/decade로 

ZnO에 비해 반가량 감소한 특성을 보 다. ZnO 층

이 5 nm인 TFT 소자는 기  특성이 하되었으

며, 이는 strain effect를 고려해야 한다. Mg0.1Zn0.9O 

경우 a-축 격자상수는 ZnO에 비해 증가를 하게 되

고, 두께가 얇은 ZnO 결정에 높은 tensile strain이 형

성된다. 

본 실험에서 ZnO층이 5 nm일 때 가장 큰 strain이 

생성될 것이며, 이로 인해 소자의 특성의 하를 유

발하 다. 하지만, ZnO 두께가 10 nm인 이  활성층 

TFT 소자에서는 ZnO-TFT에 비해 이동도의 증가와 

문턱 압 이하에서의 기울기 값이 감소하 다. 이와 

같은 변화는 활성층에서 자포획 같은 상이 상당

히 감소한 것으로 단되며, 이를 확인하기 해 소

자의 이력 특성 (hysteresis behavior)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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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ysteresis behavior of (a) ZnO-TFT and (b∼e) 

Mg0.1Zn0.9O/ZnO-TFT devices.

그림 4는 ZnO와 Mg0.1Zn0.9O/ZnO TFT의 이력곡선

을 나타낸다. VGS에서 음의 압에서 양의 압으로 

변화를  뒤 다시 양의 압에서 음의 압으로 변

화를 주면서 IDS를 측정하 다. 사용된 VDS 압은 

0.5 V이다. 10-10 A에서 ΔVGS의 폭을 결정을 하 다. 

ZnO-TFT에서는 약 2.17 V의 차이를 보 으나. ZnO 

10 nm 소자에서는 가장 작은 1.05 V의 값을 보 다. 

이와 같은 시계방향의 이력특성은 음의 하가 반도

체  반도체- 연체 경계에서 자포획에 의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1]. 본 실험에서 ΔVGS 값의 감소는 

Mg0.1Zn0.9O/ZnO 경계에서 류 흐름이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자포획이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모델을 그림 5에 제시하

다. 사용된 게이트 극은 n+-Si이 사용되었으며, 

자친화력(χSi)은 4.15 eV값을 가진다. ZnO의 자친화

력(χZnO)은 4.2 eV, SiO2의 자친화력은 0.9 eV이다. 

Mg이 ZnO에 첨가될 경우 밴드 갭과 conduction 

band offset(△EC)은 증가하게 된다. 

Fig. 5. A model for current path at Mg0.1Zn0.9O/ZnO 

band diagram.

선행 연구에서 ZnO의 밴드 갭 에 지(Eg)는 3.27 

eV, Mg0.1Zn0.9O의 경우 3.52 eV이며, 이때 두 물질의 

밴드 갭 에 지 차이는 0.25 eV의 값을 가진다. 

Mg0.1Zn0.9O/ZnO 이종 합에서 conduction band 

offset와 valence band offset(△EV)의 비율은 3:2 정

도로 알려져 있으므로 [12], △EC는 0.15 eV, △EV는 

0.1 eV이다. VG > VT 이상에서 그림 5와 같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나타낼 수 있다. 자들은 ZnO와 SiO2 

계면에 자들이 축 이 될 것이며, 한 Mg0.1Zn0.9O/ZnO 

경계에서도 게이트 계와 polarization effect에 의해 

자들이 축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ZnO 단일 

활성층 TFT에서는 게이트 압에 의해 다수의 캐리

어가 반도체와 연체 경계에 채 이 형성이 되어 류 

흐름에 기여를 한다. 하지만 이  활성층을 가지는 경우 

반도체와 연체 경계뿐만 아니라 Mg0.1Zn0.9O와 ZnO와 

경계에 형성된 도 역 차이에 의해 생성된 우물

을 통해서도 류 흐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Mg0.1Zn0.9O/ZnO 경계에서 흐르는 류는 낮은 자 산

란을 가지기 때문에 이동도의 향상과 낮은 자포획 

도 (electron trap density)에 의한 문턱 압 이하에서의 

기울기 값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단된다. 

본 실험에서 ZnO 두께가 10 nm인 이  활성층 

TFT에서 가장 높은 이동도인 7.40 cm2V-1s-1 보 다. 

선행 연구에서 단일 채 층으로 형성된 ZnO와 

Mg0.1Zn0.9O의 경우, Mg이 첨가된 트랜지스터는 낮은 

이동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Mg0.1Zn0.9O 단일 

TFT 경우 반도체와 속의 높은 항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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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reshold voltage (VT), field effect mobility (μ

FE), subthreshold slop (S), and ION/IOFF ratio in the ZnO 

and the Mg0.1Zn0.9O/ZnO TFTs.

VT(V)
μFE 

(cm
2
V
-1
s
-1
)

S
(V/decade) 

ION/IOFF 

ZnO 7.4 5.74 0.44 ∼108

HS-ZnO
(5 nm)

9.3 2.24 0.72 ∼10
7

HS-ZnO
(10 nm)

7.2 7.40 0.24 ∼10
8

HS-ZnO
(20 nm) 7.2 4.35 0.22 ∼10

8

HS-ZnO
(30 nm)

7.7 5.04 0.27 ∼10
8

박막에 캐리어가 주입되는 속도를 감소로 인해 이동

도의 하를 유발하게 된다 [10]. 

이  활성층 TFT의 경우 동일하게 Mg0.1Zn0.9O와 

속과 오믹 합이 형성이 되어 있으나, 이동도 향상

의 결과는 앞선 모델과 같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ZnO 두께가 20 nm와 30 nm 샘 에서는 이

동도가 조  감소하는 결과가 보 다. 이와 같은 이

유는 게이트 압에 의해 생성되는 계에서 

Mg0.1Zn0.9O/ZnO 합 경계면이 거리가 멀어짐에 따

라 게이트 압 강하가 커지며 결국 Mg0.1Zn0.9O/ZnO 

합 경계에 축 되는 하 양이 감소에 의해 

Mg0.1Zn0.9O/ZnO 경계에서 류 흐름이 미비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으며, 오히려 Mg0.1Zn0.9O와 속의 

 항 증가로 인해 이동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단된다. 표 1에는 제작된 TFT 소자 라미터를 요약

하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g0.1Zn0.9O/ZnO 이  활성층을 가

지는 박막형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여 그 특성을 보고

하 다. 채 의 두께는 약 50 nm로 고정하 고, 

Mg0.1Zn0.9O와 ZnO의 두께의 변화에 따른 트랜지스터

의 성능을 평가하 으며, Mg0.1Zn0.9O 40 nm/ZnO 10 

nm의 두께를 가지는 트랜지스터가 가장 우수한 소자

특성을 보 다. 

이 소자는 약 7.40 cm2V-1s-1의 계효과 이동도를 

보 으며, 0.24 V/decade의 문턱 압 이하에서의 기

울기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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