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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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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1,274억불이었으며, OLED의 성장에 따라 

2022년에는 1,487억불이 전망되고 있다. LCD 시

장은 OLED의 가격 경쟁력 상승 및 수요 증가로 축

소된 반면, OLED 비중은 15년 10%에서 22년 25%

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이러한 LCD, OLED가 기반

이 되는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은 지난 60년간 시장

을 지배해온 Cathode Ray Tube (CRT) 디스플레

이 산업을 그 성능 등에서 압도하여 시장에서 그 지

위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다. 평판 디스플레이는 화

면의 품질, 두께, 무게 등에서 CRT에 비해 그 특성

이 월등하다. 예를 들어, CRT의 경우 32인치 이상

의 대면적, 고품질의 이미지 구현이 매우 어렵고 무

게가 굉장히 무겁다. 이런 점들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없는 CRT 본연의 기술적인 한계이다. 이로 인

해 다소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평판 디스플레이

는 지난 10년간 비교적 단시간 내에 소비자들의 요

구를 충족시키며 고유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형성하

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성능을 가진 디스

플레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OLED TV, 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 (UHD - TV) 등이 개

발되며 꾸준히 기술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소

비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투명하거나 유연하며 

가볍고 얇은 두께, 초경량 같은 기술적인 요소를 요

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3D 이미지, 상호작용이 가

능한 디스플레이, 종이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등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연구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기기에는 필수적으로 박막 트랜지스

터 (Thin-Film Transistors, 이하 TFT) 가 포함되

어 있다. TFT는 주로 픽셀의 색을 나타내기 위해 

(스위칭 소자), 픽셀을 구동하기 위하여 (구동 소자) 

사용된다. 

앞으로 본고에서 다루게 될 산화물 반도체 기반 

TFT가 상용화되기 이전의 TFT는 주로 Si 기반 반

도체로 제조되어왔다. 그 중 비정질 실리콘 반도체 

(a-Si:H) TFT가 가장 먼저 상용화 되었다. 비정질 

실리콘 TFT는 결정립계 등이 존재하지 않아 균일

성이 우수하지만, 그 이동도가 매우 낮다 (~1 cm2/

Vs). 낮은 이동도는 디스플레이의 대면적화, 높은 

주사율 등에 매우 불리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높

은 이동도를 가진(~100 cm2/Vs) 다결정 실리콘 반

도체 (Poly-Si) TFT가 개발되어 왔으나, 결정립계

의 존재로 인한 균일성이 좋지 않아 대면적화가 쉽

지 않다. 때문에 현재 poly-Si TFT는 휴대폰 등 소

형 기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앞서 잠시 언급하였던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 기

반 TFT가 주목 받게 되었다.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는 그 구조가 실리콘 기반 

반도체와 상당히 다르다 (그림 1). 공유결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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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하는 실리콘 기반 반도체는 sp3 혼성오비

탈의 영향으로 네 방향으로 결합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단결정 상태일 경우 그림 1의 왼쪽 위의 구조

가 된다. 이 상태에서는 큰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

에 전자가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00 cm2/

Vs 이상). 그러나 비정질 상태가 될 경우, 실리콘 

간 결합은 끊어지거나 (Dangling bond) 뒤틀리게 

(Strained bond) 되며, 이로 인하여 전자가 이동

할 수 있는 경로가 막히거나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이동도가 급감하게 된다. 반면에 이온 결합을 

기본으로 하는 산화물 반도체의 경우 10 cm2/Vs 

이상의 비정질 실리콘 대비 열 배 이상의 이동도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산화물 반도체의 기반이 되는 

금속 이온의 ns 오비탈의 지름이 산소의 2p 오비

탈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인접 금속 이온과 오비탈

이 서로 중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첩은 그림 1

의 오른쪽 아래 구조처럼 비정질화가 됨에 따라 발

생하는 구조적 변형이나 뒤틀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전자의 이동이 크게 저해되지 

않게 된다. 

대표적으로 In-Ga-Zn-O (IGZO), Hf-In-

Zn-O (HIZO), In-Sn-Zn-O (ITZO) 등의 다중 

양이온 기반 산화물 반도체가 연구되어 왔다 [2,3]. 

이들의 a-Si:H 반도체 대비 높은 이동도는 UHD 

(4,000 × 2,000 픽셀), 대면적화 (70 인치 이상), 높

은 주사율 (480 Hz 이상)을 가지는 고품질의 디스

플레이 기기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디

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할 수록, 예를 들어 3D 화면

이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스플레이의 구현, OLED 

TV의 구동 등을 위해서는 더 높은 이동도 (50 cm2/

Vs 이상)를 가지는 TFT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또한 다중 금속화합을 기반 산화물 반도체는 광 신

뢰성이 매우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디스플레이 기기의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인 아연 질산화물 (Zn-O-N, 이하 ZnON) 

반도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의 구현을 위해 

연구되어 왔다 [4,5]. ZnON은 전술한 산화물 반도

체 대비 월등한 이동도 (100 cm2/Vs 이상)와 좋은 

광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현

에 적합할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산화물 반도체의 좋지 않은 광 신뢰성은 산소와 

관련된 결함에서 기인한다. 산소 관련 결함 중 하나

인 산소 공공 (VO)은 빛이 인가되었을 때 얇은 전

자 도우너 (Shallow donor)로 작용하여 결과적으

로 소자의 문턱전압이 음의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

다. 이를 소자의 성능이 열화 되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ZnON의 경우 질소가 산소관련 결함을 효

과적으로 억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빛에 대해 상

당히 좋은 신뢰성 및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 LCD

의 경우, 백플레인에서 항상 빛이 나오고 있다. 이 

빛은 전반사를 통해 대략 5% 정도가 박막 트랜지

스터의 반도체 층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는 디스

플레이 기기의 수명 저하로 이어진다 [6]. 따라서 

ZnON의 좋은 광 신뢰성은 현재 상용화된 IGZO 

기반 디스플레이 기기에서의 광 신뢰성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ZnON TFT의 여러가지 공정 조건(반

응 기체 유량 및 비율, 열처리 조건, ZnON의 두께 

등) 에 의한 특성의 변화, 안정성 및 신뢰성 평가 등

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S p e c i a l  T h e m a    01

그림 1. 실리콘 기반 반도체와 산화물 반도체의 결정질/비정질 
구조 모식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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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ZnON TFT의 구조 및 제조

ZnON TFT의 구조는 상용화된 비정질 실리콘 기

반 반도체 TFT의 기본 구조인 바텀 게이트(bottom 

gate)구조와 동일하다. 또한 ZnON 채널 층 위에 절

연체가 없는 백 채널 에치 (Back Chennel Etch, 

BCE)와 에치 스탑퍼 (Etch Stopper, ES)구조로 나

눌 수 있다. 두 구조 중 선호되는 구조는 BCE 구조

이다. ES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공정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BCE 구조가 생산성 면에서 유리하다. 그

림 2에 top gate / inverted staggered (BCE, ES)/ 

coplanar 구조의 모식도를 도시하였다.

본고의 ZnON TFT는 Inverted Staggered 구조

이며, 게이트와 절연체, 소스 (Source)와 드레인 

(Drain)등이 포함된 구조를 그림 3에 도시하였다.

ZnON 같은 산화물 반도체 기반 TFT는 기존 산

업 현장에서 ITO 등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스퍼터링 공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에 상용화

에 유리하다. 또한 반응성 스퍼터링을 사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Zn 금속 타겟을 이용할 수 있다.

2.2 ZnON TFT의 공정 조건에 따른 특성

ZnON TFT는 ZnON 채널 층의 두께나 조성비, 

열처리 조건 등에 매우 민감하다. 반응 기체인 산소, 

질소 등의 비율의 최적화는 필수적이다. ZnON 박

막 내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면 절연체 성질을 띠게 

되고, 질소의 비율이 높아지면 전도체 성질을 띠게 

된다. 따라서 기체 유량에 따라 박막 내 캐리어 농

도, 이동도 등 전기적 특성이 쉽게 변하게 된다. 예

를 들어, 캐리어 농도가 높은 박막을 이용하여 소자

를 만들게 되면, off 상태에서도 잉여 캐리어의 영

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자의 역

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캐리어 농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ZnON 박막

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물리적인 방

법이지만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다. 박막 두께의 증

가는 소자 내 절대적인 캐리어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결국 최적화된 기체 조건에서 

박막을 증착 하였더라도,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채

널 층 내 전자의 양이 많아져 소자의 역할을 하기 힘

들어진다. 두께를 얇게 하여 이러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캐리어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동도도 

같이 증가하는 산화물 반도체의 특성상 [8] 너무 얇

을 경우 심각한 이동도의 열화가 발생하기에 최적

화된 두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열처리 또한 소자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다. ZnON은 공기 중에서 불안정한 물질이다. 따라

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서 더 안정한 ZnO

로 변화하려 한다. ZnON이 ZnO로 변하게 되면 더 

이상 원하는 특성을 얻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 변화

를 막을 필요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ES 구조와 열처리가 선

호되고 있다. 그러나 ES 구조의 경우 전술했듯이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기에 그리 좋은 방법은 아

니다. 열처리를 할 경우, ZnON 박막의 윗부분에 

ZnO가 형성되며 일종의 이중 박막이 된다. 이때 형

성된 ZnO는 상당히 안정하기에, 변하지 않고 남은 

테마기획  _ 산화물 반도체

그림 3. 본고의 ZnON TFT 구조.

그림 2. 전형적인 비정질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의 구조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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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N을 보호해주는 부동태층 (passivation layer)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박막 두께가 얇아 질수록 

ZnO 층의 영향으로 인해 소자 내 캐리어 농도의 감

소가 커지며, 전반적인 소자의 전기적 특성들이 개

선되었다. 그러나 열처리가 너무 과하여 이 ZnO의 

두께가 증가하게 되면 소스/드레인과의 접촉 저항

이 증가하는 등 소자의 특성 열화로 이어지게 된다. 

열처리 온도와 시간 또한 최적화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4에 ZnON의 두께와 열처리 조건에 따른 

transfer 특성을 도시하였으며, 표 1에 각 조건에서 

추출된 전기적 특성 값을 표기하였다 [9].

ZnON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소자의 on/off 

상태 전류가 증가하고, 문턱 전압이 음의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박막 

내 절대적인 캐리어(전자)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

다. 전자의 양이 많아지면 음전압 상태가 되어도 채

널층 부근에 잉여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강한 

음전압을 걸어주어야 off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때

문에 문턱 전압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

면에,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박막 두께의 영

향과 반대로 작용하게 된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

수록 소자의 on/off 상태의 전류가 감소하며, 문턱 

전압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열처리를 통해 형성된 ZnO 

층의 두께만큼 ZnON 박막 내 전자의 양이 줄어들

기 때문이다.

2.3 ZnON TFT의 광 신뢰성

디스플레이 기기의 수명과 TFT의 신뢰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LCD의 경우 OLED와 달

리 자체 발광이 아니기에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고,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디스플레이 기기가 켜져 

있을 때 항상 TFT에 조사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

하였듯 대부분의 빛은 게이트 금속 전극에서 반사

되지만, 전체 빛의 약 5% 정도가 측면방향으로 굴

절, 반사 등을 통해 채널 층에 전달된다. 이 때 에너

지가 높은 청색광 등이 채널 층에 입사되면 채널 층 

내에 광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TFT의 문턱 

전압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6]. 이것이 이

동하는 정도가 적을 수록 소자의 신뢰성이 좋다고 

표현한다. 문턱 전압이 많이 이동하게 되면 소자의 

오작동을 일으키고 패널의 점등 불량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빛이 인가되었을 때의 소자의 신뢰성

은 디스플레이 기기의 수명 및 성능과 직결되는 아

표 1. ZnON TFT의 transfer 특성에서 추출한 전기적 특성의 열처리 
온도, 두께에 따른 비교 [9].

그림 4. 열처리 조건과 ZnON 박막 두께에 따른 ZnON TFT의 
transfer 특성. 각 (a) 250oC, (b) 300oC, (c) 35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9].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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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요한 인자이다.

그림 5 (a)는 ZnON TFT와 a-IZO, 비정질 실리

콘 (a-Si:H) TFT의 light/dark 상태에서 transfer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IZO TFT의 경우 a-Si:H 

TFT 보다도 더 빛에 민감한 것을 볼 수 있다. 광 신

뢰성 측정에서, IZO의 문턱 전압 변화는 그 변화

가 -10 V 이상이었던 반면 ZnON는 -1.5 V 이하

였다. 이러한 차이는 산소공공 (VO)의 영향에 기인

한다. Deep State로 작용하는 중성 상태의 산소 공

공이 빛에 의해 VO2+로 여기 될 때, 방출된 자유 전

자에 의해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여 문턱 전압이 음

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10]. (그림 5 (b)) 하지

만 ZnON에서는 그 영향이 덜한 것을 알 수 있다. 

ZnO에 질소를 첨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밴드 갭

이 작은 ZnN의 영향으로 ZnO의 가전자대 에너지

가 올라가게 된다. 이때 산소 공공들은 ZnO의 가전

자대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질소의 

영향으로 올라간 가전자대가 이 산소 공공들을 덮

게 된다. 따라서 VO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고, 소자

의 신뢰성이 향상되게 된다 (그림 5 (c, d)) [4]. 

2.4 ZnON 내 도핑의 영향

산소 공공 등 산소와 관련된 결함을 질소를 이용

하여 억제 및 제거하여 ZnON을 만들었으나, 질소 

관련 결함 또한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결함은 질소 공공으로, 산소 공공과 비슷하게 

전자 도우너로 작용하며 off 전류를 높이고 문턱 전

압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자 특성에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질소 공공의 발생을 억제

하고 그 수를 줄여 소자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양이

온 도핑을 연구하였다 [11]. 그림 6에 각 원소 별 질

소 공공 형성 에너지 분포를 도시하였다. 질소 공공 

형성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질소를 더 강하

게 붙잡는 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만큼 질소 공

공의 발생 빈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림 6 내 원소 

중 Ga와 Al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하지만 Al처럼 

테마기획  _ 산화물 반도체

그림 5. ZnON TFT와 a-IZO, a-Si:H TFT와의 광 신뢰성 비교 (a) 각 TFT의 transfer 특성, light 상태에서는 15,400 lux의 빛을 조사
하며 transfer 특성을 측정하였음. (b) 445 lux 하에서의 각 TFT의 문턱 전압 변화. (c) 각 TFT의 dark/light 상태에서의 stress 시
간에 따른 문턱 전압 변화. (445 lux) (d) 빛의 세기에 따른 각 TFT의 문턱 전압 변화 [4].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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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 대비 너무 높은 형성 에너지를 가진 원소를 도핑 

할 경우, 그 정도가 과하여 소자의 특성이 급격히 떨

어지게 되어 특성 조절이 어렵게 된다. 분명 질소 공

공은 억제해야 할 결함이지만, 중요한 캐리어 소스

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캐리어 

농도가 증가할 수록 이동도도 같이 증가하는 산화

물 반도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성 에너지가 너무 

크지 않은 Ga을 최종 도핑 원소로 결정하였고, 그 

transfer 특성 결과를 그림 7에 도시하였다. 질소 공

공의 수 및 그 영향이 줄어들며 소자의 off 전류가 

감소하였고, 문턱 전압이 오른쪽으로 크게 이동하

였다. 또한 Swing 값도 도핑 전보다 줄어들며 전체

적인 소자의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본고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실현을 위한 산화

물 반도체인 ZnON TFT의 성능과 그 특성에 대하

여 서술하였다. ZnON이 가지고 있는 산소/질소 관

련 결함들을 채널 층 두께 조절, 열처리 온도 및 분

위기, 시간 변화, Ga 도핑 등을 통하여 개선하였으

나 아직 완벽하게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여전히 

개선해야할 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산화물 

반도체 기반 박막 트랜지스터와 비교하였을 때 매

우 높은 이동도와 좋은 광 신뢰성을 가지는 것 만으

로도 ZnON의 상용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ZnON 

TFT는 낮은 이동도를 가지는 소자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OLED TV의 구동, 3D 디스플레이, 상호작

용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기 등에 획기적인 해결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의 BOE 사 에서 

14 인치의 OLED 패널을 ZnON TFT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데 성공하였다 [12]. 이는 ZnON이 더 이

상 실험실에서만 연구되는 것이 아닌, 상용화 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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