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LCD, PDP, OLED와 같은 평판 디스플레이가 발
전하면서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는 가시광선이 투과되
어 투명하고, 기존의 비정질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우수
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며 낮은 온도에서 제작이 가능하
다는 장점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
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현에 사용이 가능하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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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반도체 중에서도 IZO (indium zinc oxide), 
SIZO (silicon zinc oxide), ZTO (zinc tin oxide), 
IGZO (indium gallium zinc oxide)와 같은 많은 금속 
산화물 반도체가 TFT의 flexible 기판에서 투명한 성능
을 갖는 active channel의 물질로서 주목 받고 있다 
[3-7].

산화물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진공 공정법과 용
액 공정법이 존재하는데, 진공 공정법에는 원자층 증착
법(atomic layer deposition, ALD), 펄스레이저 증착
법(pulsed laser deposition, PLD), 플라즈마 강화 화
학증기증착법(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스퍼터링(sputtering) 등이 존재
하며, 용액 공정법에는 스핀코팅(spin-coating), 딥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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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fferent thin-film thicknesses (25, 30, and 40 nm) on the electrical performance 

of solution-processed indium-zinc-oxide (IZO) thin-film transistors (TFTs).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IZO thin films 

were investigated by atomic force microscopy (AFM). AFM images revealed that the IZO thin films with thicknesses 

of 25 and 40 nm exhibit an uneven distribution of grains, which deforms the thin film and degrades the performance 

of the IZO TFT. Further, the IZO thin film with a thickness of 30 nm exhibits a homogeneous and smooth surface with 

a low RMS roughness of 1.88 nm. The IZO TFTs with the 30-nm-thick IZO film exhibit excellent results, with a 

field-effect mobility of 3.0(±0.2) cm2/Vs, high Ion/Ioff ratio of 1.1×107, threshold voltage of 0.4(±0.1) V, and 

subthreshold swing of 0.7(±0.01) V/dec. The optimization of oxide semiconductor thickness through analysis of the 

surface morphologies can thu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xide TFT manufactur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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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dip-coating), 잉크 제트식 인쇄(ink-jet printing) 
등이 존재한다 [8-11].

용액 공정은 가격이 저렴하고 공정이 간단하여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성능의 소자를 제작할 수 있으며 또한 
비정질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mobility와 높은 전
류 on/off ratio를 가지는 장점을 가진다 [12-14]. 이
러한 용액 공정을 거친 IZO TFT는 낮은 가격, 높은 
이동도, 외부 환경에 대한 높은 안정성, 그리고 저온 
공정에 대해 용이한 장점을 가지며 산업적으로 많은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다.

IZO TFT의 성능은 어닐링 온도와 스핀코팅 속도, 
그리고 이로 인해 제작된 소자의 박막 두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본 논문에서는 IZO 
TFT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박막 두께를 달리
하여 IZO 박막을 제조한 후 용액 공정을 거친 IZO 
TFT의 전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용액 공정 기반의 IZO 산화물 활성층을 
제작하기 위해 시약으로 0.1 M의 In(NO₃) · xH2O와 0.1 
M의 Zn(CH₃COO)3 · 2H2O를 용질로 준비하였다. In(NO₃)₃
· xH2O를 준비하기 위해 2.5 ml의 2-methoxyethanol
을 용매로, 50 μl의 acetylacetone을 각 용액에 안정
제로서 첨가한 후에, 22.5 μl의 NH₃을 촉매로 시약병
에 담아 93 mg의 indium powder에 혼합하였다. 추
가로 Zn(CH₃COO)2 · 2H2O를 준비하기 위해 1.5 ml의 
2-methoxyethanol과 30 μl의 acetylacetone을 다른 
시약병에 33 mg의 zinc powder에 혼합하였다. 두 용
액이 준비된 후 60℃에서 700 rpm으로 1시간 동안 
stirring을 실시하였다. 그 후에 In(NO₃)₃ · xH2O를 2.1 ml, 
Zn(CH₃COO)3 · 2H2O를 0.9 ml으로 7:3의 비율로 준비
하였고 IZO 용액을 만들기 위해 27℃에서 500 rpm으
로 2시간 동안 stirring을 실시하였다.

그림 1은 이번 연구에서 제작한 IZO 산화물 박막 트
랜지스터의 간략한 구조를 나타낸다. Top-contact 
bottom-gate 구조로 제작하였으며, 기판의 역할과 함
께 게이트(gate) 전극으로 사용하기 위해 과도핑된 n++ 
실리콘(Si) 기판을 사용하였다. 절연막을 형성하기 위
해 실리콘을 가열로(furnace)에서 열산화(thermal 
oxidation)를 진행하여 두께 100 nm의 SiO2를 제작하
였고 이후 wafer 세정을 위해 표준 세정과 피라냐 세정
(piranha cleaning)을 실시하였다. 그 후에 IZO 용액을 

기판에 떨어뜨려 30초 동안 각각의 다른 RPM 속도로 
스핀코팅(spin coating)을 실시하여 25 nm, 30 nm, 
40 nm의 IZO 박막을 형성하였다. 박막의 두께는 브루
커 사의 DektakXT surface profiler를 통해 각각 측
정하였다. 이후에 120℃에서 20분 동안 soft bake를 
실시하여 용액을 증발시키고, 400℃에서 2시간 동안 
hard bake를 실시하였다. 또한 금속 증착기(metal 
evaporator)를 이용해 100 nm의 Al을 source, drain
으로 진공 증착하였다. 그 후에 전기적인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실온의 암실에서 Agilent 1500 B를 이용해 
반도체 파라미터를 추출하였고, 브루커 사의 ICON 
atomic force microscope (AFM)을 이용하여 표면의 
morphology 상태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박막 두께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IZO oxide transistor의 2×2 µm 표면을 AFM 장비를 
이용해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곱평균 
제곱근(root-mean-square, RMS)을 이용해 박막의 
표면 거칠기를 구하여 본 연구에서 제작한 소자의 표
면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막 두께가 낮은 경우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IZO-TFT structure.

Fig. 2. AFM image of a IZO thin film with (a) 25 nm, (b) 

30 nm, and (c) 40 n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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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O 산화물 박막은 매끄럽고 단조로운 표면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a)는 박막 두께가 25 nm인 경우 표면의 상
태를 측정한 것이며, 박막의 표면이 단조로우나 낮은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b)는 
박막 두께가 30 nm일 때의 표면의 상태를 측정한 것
이며, 표면이 매끄러우며 RMS를 이용한 표면 거칠기
도 1.88 nm로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박막 두께가 두꺼우면 표면이 거칠고 전자의 이
동을 방해하는 interface trap charge 현상으로 전하 
이동도를 감소시켜 소자의 전기적 특성이 떨어진다. 그
림 2(c)는 박막 두께가 40 nm인 경우 표면의 상태를 
측정한 것이며, 결정의 크기가 매우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박막 두께가 30 nm인 경우에 
결정이 박막 전체에 고루 분포하고 뛰어난 특성을 가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a)는 25 nm, 30 nm, 40 nm의 박막 두께에 
따라서 drain-to-source voltage (VDS)가 25 V일 때 

gate voltage에 따른 drain current를 측정한 transfer 
curve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박막 두께가 30 nm인 경
우 25 nm, 40 nm인 경우에 비해 높은 전류점멸비 특성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b)는 접선을 이용
하여 문턱전압(Vth)을 구하기 위해 transfer curve의 
drain current에 대하여 제곱근 연산을 한 그래프이다. 
박막 두께가 30 nm인 경우의 Vth 값은 박막의 두께가 
25 nm, 40 nm인 경우에 비해 0 V에 가까우므로 보다 
뛰어난 특징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박막의 두께는 문턱전압에 반비
례 하며 30 nm의 두께에서 가장 좋은 전하이동도를 
나타내었다. 

 log


(1)

수식 (1)은 subthreshold swing (S/S)을 계산한 것
이며, VGS는 gate-to-source voltage이며, IDS는 drain 
current 값이다.

 


  

 (2)

수식 (2)는 drain source current (IDS)를 계산한 
것이며, COX는 산화물의 정전 용량이고 W 및 L은 전
하의 흐름이 움직이는 유효 채널의 너비와 길이를 의
미한다. Vth는 문턱전압을 의미하며, µs는 포화이동도
를 나타낸다. 표 1은 위의 식을 기반으로 하여 IZO 기
반 산화물 트랜지스터의 주요 4가지 전기적인 파라미

Fig. 3. (a)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IZO TFTs and (b) 

VTH characteristics of the IZO-TFTs.

Fig. 4. Electrical properties of IZO TFT with mobility and 

threshold voltage as a function of different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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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대하여 정리한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제
작한 SiO2 절연막을 가지는 IZO 소자의 source와 
drain을 하나는 ground, 다른 하나는 25 V로 고정시
킨 후에 gate에 –10 V에서 30 V의 전압을 지속적으
로 인가하여 측정하였다. IZO의 박막 두께가 30 nm인 
경우 다른 값에 비해 오차가 적고 mobility와 전류점
멸비 특성 값이 박막 두께가 25 nm, 40 nm인 경우보
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5 nm, 30 nm, 40 nm의 각각 다
른 두께의 박막을 가진 IZO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여 전기적인 성능을 비교하였다. IZO 산화물 박
막 트랜지스터의 박막 두께가 30 nm인 경우 25 nm
와 40 nm에 비교하여 표면이 매끄러우며 보다 높은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디스플레
이 및 투명 전자 소자의 성능 향상을 위해 빠른 이동
도를 가진 소자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로 응용될 것으
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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