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일반적으로 다결정 폴리 실리콘(poly-Si) 박막 트랜지
스터(TFT)는 다양한 이점 때문에 액티브 매트릭스 디스
플레이 장치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1]. Poly-Si TFT의 
높은 전계 효과 이동도는 게이트 드라이버 및 방출 드
라이버와 같은 주변 회로에 유용하다. 또한 poly-Si 
TFT의 안정성은 전기 및 광학적인 응력하에서 매우 높
기 때문에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 디스플레이(AMOLED) 
및 액티브 매트릭스 액정 디스플레이(AMLCD)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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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우 보편적인 디바이스이다 [2]. 그러나 poly-Si 
TFT는 poly-Si grain boundary의 결함 상태에 기인
하는 높은 누설 전류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최근, 
AMOLED의 화소 TFT에 단채널 TFT의 사용이 요구되
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패널의 해상도가 초고밀도까지 
증가하여, poly-Si TFT의 누설 전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특히, 게이트 드레인 누설(GIDL) 전
류는 드레인-소스 간 높은 전압인 (>5 V)에서 발생되
기 때문에 poly-Si TFT에서 누설 전류를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Poly-Si TFT는 LDD 
(light doped drain) 및 오프셋 구조와 같은 다양한 
구조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poly-Si 채널에서 
드레인 엣지 근처의 전기장을 방출하여 누설 전류가 
성공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열처리 및 플라즈마 
처리와 같은 일부 공정이 제안되었지만, 이러한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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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추가적인 공정,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요소들은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에 완전히 적용되
지 못한다. 더 나아가, 이들 방법의 대부분은 전계 효
과 이동도(field-effect mobility) 또는 subthreshold 
swing (SS)과 같은 TFT 특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누설 전류를 줄이기 위해 p형 poly-Si TFT
에 off-state stress가 소개된다 [5,6]. P형 poly-Si 
TFT의 off-state stress는 Vgs가 양이고 Vds가 음수라
는 것을 의미한다. Vgs는 5 V에서 15 V까지 변화시켰
으며, Vds는 60초 동안 –3에서 –40 V로 변환시켰다. 
Off-state stress 후 최소 누설 전류는 변경되지 않지
만 GIDL 전류를 발생시키는 Vgs는 상당히 증가한다. 
GIDL 전류는 Vgs와 Vds에 따라 감소하며, 250℃에서 어
닐링한 후에는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전계 효과 이동
도 및 SS는 열화되지 않는다. GIDL 전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poly-Si TFT에서의 GIDL 전류의 특성은 아
직 제대로 보고된 바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off-state 
stress로 인한 p형 poly-Si TFT의 특성 변화를 보고하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형 poly-Si TFT를 제작하고 
poly-Si TFT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TCAD (computer- 
aided design)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된다. 에이징된 
GIDL 전류는 TCAD 시뮬레이션에 의해 기술되며, 누
설 전류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poly-Si TFT의 에이
징된 GIDL 전류가 제시된다.

2. 실험 방법

300 nm 두께의 버퍼 산화물층과 50 nm 두께의 비
정질 실리콘(a-Si) 막이 유리 기판 상에 순차적으로 증
착한다. A-Si 막은 질소 가스(N2) 분위기에서 400℃에
서 10분간 탈수소처리 한 후 308 nm의 파장에서 크
세논 클로라이드(XeCl) 레이저를 사용하여 결정화시킨
다. 레이저의 에너지 밀도는 300~500 mJ/cm2로 최적
화되었으며 poly-Si 막의 결정립 크기는 300 nm이다. 
두께 130 nm의 산화물을 게이트 절연체로 증착한 다
음 poly-Si 막 위에 게이트 금속을 증착하였다. 소스/
드레인 도핑 이온샤워는 게이트 패턴상에서 진행하였
다. 소스와 드레인은 400℃에서 N2 분위기에서 약 2시
간 동안 어닐링하였다. 이어서, 중간층을 증착한 다음, 
중간층 상에 소스–드레인 금속을 증착하였다. 전기적 
특성은 어두운 실내 조건에서 Agilent 4156C 반도체 
파라미터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 후 소자 특성을 확
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조된 poly-Si TFT는 GIDL 전류를 억제하기 위해 
파라미터 분석기를 이용하여 에이징시킨다. 여기에 사
용된 바이어스 스트레스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Vgs의 오프 상태 바이어스 조건은 10~20 V이며, Vds는 
–15~–5 V이다. Stress 시간은 10초로 고정시켰다. 오
프 상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 시간
은 중요하지 않다. 그림 1은 poly-Si TFT의 처음과 에
이징된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1(a)는 온 상태 전류와 
SS 특성을 보여 주는 반면, 그림 1(b)는 poly-Si 
grain boundary의 결함 상태에 기인 한 최소 누설 전
류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Vgs=10 V와 Vds=-5 V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GIDL 전류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에이징된 소자 특성은 Vgd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분
명하다. Vgd의 스트레스 전압이 15 V 이상으로 증가하
면 온 전류 및 SS 특성이 약간 증가한다. 또한, Vgd가 
증가하면, GIDL 전류를 발생시키는 Vgs도 증가한다. 
그러나 poly-Si TFT의 소스와 드레인이 바뀌면 GIDL 
전류는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
널 특성이 바이어스 응력에 비대칭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TCAD 시뮬레이션은 에이징 현상을 더 분석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우선, poly-Si TFT의 기초 특
성은 상태 밀도(DOS) 기능을 사용하여 보정되었다. 이
전의 온 전류 및 SS 특성은 이중 지수 분포형 DOS로 
잘 보정되었고 누설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대역 대 터
널링 모델이 사용되었다. Hurkx 모델은 누설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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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easured pre- and aged-transfer characteristics. (a) On and 

subthreshold characteristics and (b) off characteristics aged by various 

Vgs and Vds. The transfer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at Vds=-5.1 V. 

The channel width and length are 3 µm and 4 µ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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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7]. 전하 트래핑이나 결함 생
성 이론을 갖기 위해서는 TCAD 시뮬레이션을 통한 
에이징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전기적 스트레스
에 관한 TFT 특성은 이전 문헌에서 보고된 바 있다 
[8]. 문턱 전압은 게이트 절연체의 전하 트래핑에 의해 
평행하게 시프트될 수 있지만, SS는 거의 변하지 않는
다. 한편, 결함 생성에 의한 문턱 전압과 SS가 모두 
변경된다. 본 연구의 특성 변화는 임계 전압이나 SS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설 특성이 변경되어 이전 
이론의 에이징 현상에 대한 설명을 수정할 수 있다. 
오프 상태 바이어스하에서, 1 MV/cm보다 큰 전기장
이 드레인 근처의 채널에 집중되어 이 영역의 물리적 
특성이 변경될 수 있다. 소스와 드레인이 바뀌면 비대
칭 특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드레인 근처에 있는 채널
의 일부가 변경된다. 변경된 채널은 0.4에서 0.2 µm로 
변경되어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변경된 채널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온-전류 및 문턱 전압은 선형적으로 변
한다. 측정된 특성을 고려하여 0.4 µm 채널을 선택하
였다. Poly-Si층의 에이징 현상은 전하 트래핑 또는 
결함 상태에 의해 설명된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에
이징 현상을 통해 poly-Si층에 결함 상태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결합 에너지가 0.3 eV이기 때문에 poly-Si 
결정립의 Si와 수소(H) 결합이 전기적 바이어스하에서 
파괴되는 것이 이미 관찰된 바 있다 [8,9]. 파괴된 본
딩은 n형 poly-Si TFT의 온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억셉터 상태를 생성할 수 있지만, p형 poly-Si TFT의 
누설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10]. 페르미 레벨(EF)은 
p형 poly-Si TFT의 가전자대(EV) 근처에 위치하기 때
문에, 온 상태 바이어스에서 억셉터 상태는 중립상태로 

존재한다. 전계는 드레인 근처의 채널에 집중된다. 그
림 2(a)와 (b)는 국부적인 결함 생성에 의해 모델링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 준다. 억셉터 상태의 폭은 
0.14, 0.28, 0.36과 0.98 eV (최대)로 증가함에 따라, 
최대 전기장은 오프 상태에서 0.73에서 0.66 MV/cm
로 감소된다. 그 결과 GIDL 전류는 줄어든다. 이러한 
사실은 추가적인 억셉터와 같은 상태에 의한 전자 전
도의 차단에 기인한다. 온 바이어스에서 최대 전기장은 
0.051에서 0.055 MV/cm로 증가된다. 그러나 결함 생
성은 Vgs=20 V와 Vds=-15 V의 조건을 설명할 수 없으
며, 트랜스 컨덕턴스는 국부 결함에 의해 변하지 않는
다. 이 연구는 국부적 결함 생성이 실험을 완전하게 
기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게이트 절연체의 전하 트래핑
이다. 집중된 전기장은 전하에 높은 에너지양을 제공하
고 연체에 포획된 전하는 국지적으로 전기장을 변형시
켜 누설 전류를 감소시킨다. 이 변화는 측면에 치우친 
바이어스에 발생된 충돌 이온화에 의해 발생된다. 측면
방향 전계는 드레인 영역의 채널 가장자리에 집중되어 
전자-홀을 생성한다. 전자 트랩 활성화 에너지가 홀 
트랩 활성화 에너지보다 적기 때문에 생성된 전자는 
홀보다 더 쉽게 트랩된다 [11,12]. 높은 에너지의 전자
는 활성층과 게이트 산화물 사이의 포텐셜 장벽을 극
복하고, 게이트 산화물에서 포획되게 된다. 트래핑된 
전자는 국부적으로 전기장을 증가시켜, 홀이 활성층과 
게이트 산화물 사이의 계면에 축적되게 한다. 드레인 
근처의 전기장은 LDD와 같이 포획된 전자에 의해 가
려진다. 그림 3(a)와 (b)는 전하 트래핑에 의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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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imulated TFT characteristics obtained from the TCAD 

simulation. (a) The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defect-creation and 

(b) the electrical fields at the on and off biases using the defect-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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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imulated TFT characteristics obtained from the TCAD 

simulation. (a) The transfer characteristics from the use of the local 

charge-trapping and (b) the electrical field at the on and off biases 

from the use of the charge-t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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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음전하 농도를 0에서 
–1.4e12/cm2로 변화시켰다. 오프 상태에서는 전기장
이 0.73에서 0.53 MV/cm로 감소되어 GIDL 전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국부 전하 트래핑은 다양한 Vgd 스
트레스 상태에서 잘 설명된다. 오프 상태 스트레스 후, 
최대 트랜스컨덕턴스(gm.max)는 약간 증가하였으며 이
는 트래핑된 전자에 의한 유효 채널 길이의 감소를 설
명한다. 게이트 산화막에 포획된 전자는 채널에 정공의 
축적을 허용한다. 트랩된 홀은 바이어스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채널 길이는 온 상태에서 감소된다 [13]. 
따라서 국부 전하 트래핑은 전류 특성 및 전류 특성 
모두를 기술할 수 있다.

그림 4는 Vgs=10 V와 Vds=-5.1 V의 오프 상태에서
의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밴드다이어그램과 밴드 대 밴
드 생성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오프 상태 스트레스하에
서, 역p-n 접합 형성으로 인해 채널과 드레인 영역 사
이에 큰 밴드 밴딩이 발생하게 되고, 이 영역에서 폴
리 실리콘 결정립의 결함을 통한 큰 누설 전류가 발생
하게 된다. TFT에 양의 게이트 바이어스를 가하면 채
널 영역의 에너지 밴드가 아래쪽으로 휘게 된다. 그 
다음, 가전자대의 전자는 트랩 사이트를 통해 전도대로 
터널링된다. 오프 상태 스트레스는 밴드의 굴곡을 완화
시킬 수 있어서, 밴드 사이의 터널링이 억제될 수 있
다. 그림 4에 G1은 열적으로 생성된 누설 전류를 나타

내고 있으며, G2는 열이온의 전계 방출 누설 전류를 
나타낸다 [14]. 국부적인 결함 생성과 전하 트래핑에 
의한 밴드 벤딩이 감소되었지만, 그 차이는 남아 있게 
된다. 국부적 결함 생성에서, 전기장 및 밴드 벤딩은 
약간 완화되어 G2를 통한 밴드 사이의 터널링을 감소
시킨다. 국부적인 전하 포획은 채널에서 밴드의 곡선이 
완화되고, LDD 모양 같은 밴드의 곡선이 변화된다. 
G2를 통한 누설 전류는 상당히 감소한다. 그림 3(b)와 
같이, 전기장이 감소함에 결과로 밴드 벤딩에 따른 밴
드 사이의 발생이 감소한다.

그림 5는 정규화된 드레인 전류로부터 유도된 누설 
전류의 활성화 에너지를 보여준다. Poly-Si TFT는 35 
V의 Vgd 스트레스 전압(Vgs=20 V, Vds=-15 V)에서 에
이징된 TFT와 기본 TFT에 대해 25~65℃ 범위의 온도
에서 측정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활성화 에너지
는 –5.1 V의 Vds값에 log Ids=-Ea/kT의 아레니우스 도
표에서 얻어진다. 원상태와 에이징 상태는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Vgs가 증가함에 따라 원래의 poly-Si TFT의 
활성화 에너지는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 Vgs가 6 V를 넘으면 선형으로 감소한다. 낮
은 Vgs에서 누설 전류는 열 발생 전류가 된다. 그리고 
열 전기장 전계 방출 누설 전류는 6 V 이상의 Vgs에서 
지배적인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poly-Si TFT의 활성
화 에너지는 원래의 poly-Si TFT보다 크고, 활성화 
에너지의 Vgs 의존성은 감소한다. 따라서 트랩된 전하
에 의해 열 전기장의 전계방출 누설 전류가 크게 감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그림 3의 국부 전하 트래
핑에 의해 증명된다.

Fig. 4. The band diagram and the band-to-band generation of the 

polycrtstalline (poly)-silicon (Si) thin-film transistor (TFT) at the 

off state of Vgs=10 V and Vds=-5.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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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오프 상태의 스트레스를 인가하여 p형 poly-Si TFT
의 GIDL 전류를 감소시켰다. GIDL 전류는 감소하고 
에이징된 누설 전류는 Vgd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 국부적으로 모델링된 시뮬레이션을 이용
하여 poly-Si TFT의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밴드 밴딩으로 국부적인 결함 생성과 전하 트래핑에 
의한 밴드 밴딩이 감소된 차이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결론적으로 오프 상태의 스트레스는 트랩된 전하에 의
해 발생된 전기장 완화로 열 전자전계 방출에 의한 누
설 전류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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