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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수석연구원 (LG디스플레이㈜ OLED TV 화소설계1팀), 강창수 교수 (유한대학교 전자정보과)

Special Thema

1. 서 론

평판디스플레이 TV 산업은 LCD (Liquid 

crystal display)와 PDP (Plasma display 

panel)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여 왔다 [1]. 최

근에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 제품이 출시되면서 OLED가 디스플레이 장

치로써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

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되는 정보를 인간

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정보로 변환하여 

주는 장치로써 인간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기가 되었다.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은 현재

의 주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랫동

안 우리나라의 주요 근간 산업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스마트폰, 노트북 PC, 모니터, 

디지털 TV 등의 자체 시장의 확대가 계속 이

루어지고 있고, 의료용, 산업용, 휴대용 등 응

용 기기의 발달에 따라 신규 시장이 끊임없이 

개척되고 있어 미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TFT (Thin film 

transistor)는 디스플레이 소자에 상관없이 사

용되는 핵심 요소로써 단위 화소의 동작을 제

어하여 계조 표현을 하는데 사용된다. 현재까

지 널리 양산되고 있는 LCD TV의 경우, a-Si 

기반의 TFT가 사용되고 있지만 초대형 고해상

도 LCD,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TFT

의 채널의 물질로써 유기물 반도체가 고려되

어 왔다. 이러한 소자를 적용한 TFT의 이동도 

개선, 장기 신뢰성 확보 등에 많은 연구가 진

행 중에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개선 노력

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단점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판으로 N형의 결정

성 ZnO (Zinc Oxide)나 N형 비정질 산화물 반

도체인 비정질 In-Ga-ZnO를 이용하고자 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동도가 기존

의 a-Si이나 유기반도체보다 높아 디스플레

이 구동 회로 집적에 유리하고,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같은 고속 구동 

회로 구현이 가능하며, 저온 진공 공정에서 제

작이 수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반도

OLED 디스플레이용 
산화물 반도체 기술

그림 1. TV 기술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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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층의 밴드갭이 3.3 eV 이상으로 가시광

에 투명하기 때문에 게이트 산화막, 전극, 배

선 등을 모두 투명하게 한다면 투명디스플

레이의 제작도 가능하다. 최근 저명한 국제 

디스플레이 관련 전시회에서 기존의 실리콘

이나 유기물반도체가 아닌 투명 산화물반도

체 TFT 기판을 적용한 디스플레이 시제품들

이 실용화에 근접한 수준으로 많이 전시되

고 있다. 특히, 2013년 SID에서는 a-IGZO 

(Amorphous - indium galliumzinc oxide) 

TFT 기판을 적용한 55" OLED TV 패널이 소

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본고에서는 차

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

는 산화물반도체의 개발 현황을 최근 개최된 

국제 디스플레이 학회와 전시회의 발표 사

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동향 분석을 통해 

ZnO 및 a-IGZO 산화물반도체의 발전 가능

성을 살펴본다.

2. 산화물 반도체 기반의 
디스플레이용 TFT

UHD (Ultra High Definition)급의 고해

상도 대면적 디스플레이, 3D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에서는 TFT의 이

동도가 a-Si TFT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10 cm2/V.s 이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OLED TV용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을 위해서

는 구동 TFT에서 높은 이동도, 전류 균일도 

및 스트레스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초창기 산화물 반도체 연구는 일본과 미

국이 주도하였다. 산화물 반도체와 관련해

서 일본은 디스플레이 분야 응용에 중점을 

두었고 미국은 태양전지 분야 응용에 중점

을 두었다.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TFT는 

2003년 ZnO 기반의 투명한 TFT에 관한 내

용을 논문에 발표하면서 그 개념이 구체화

되었다[2-6]. 산화물 TFT 개발 초기에는 

ZnO계의 재료가 연구되었지만 2004년 말에 

Hosono 그룹이 네이쳐 (Nature) 학술지에 

"IGZO (In, Ga, Zn, O의 4원소 화합물)"을 

사용하여 TFT를 제작하여 우수한 트랜지스

터 특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준 이

래, IGZO가 주류가 되었다[7]. 특히 첫 발표

부터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 기반의 TFT를 

유연한 소자로 구현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림 2는 Hosono 그룹이 발표한 a-IGZO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IGZO는 비정질 반도

체이면서, a-Si TFT보다도 10배 이상의 높

은 이동도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재료이

다. 얻어진 TFT의 전자 이동도는 10 cm2/

V.s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이것보다도 높은 

값도 발표되고 있으며, 더 다양한 재료도 시

도되고 있다. IGZO-TFT가 가진 본질적인 

특징의 하나로써 TFT의 인접 간 특성의 분

산이 적은 것을 들 수 있다. Hosono 그룹은 

이미 10년 전부터 비정질 산화물반도체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반도체 설계지침을 제시

하여 왔었다.

N형 산화물반도체는 두 개의 물질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결정형 ZnO와 a-IGZO가 

속하는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로 나눌 수 있

다. 두 종류 모두 가시광선을 통과하여 투명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ZnO의 이동도는 최

고 250 cm2/V.s 이고 a-IGZO보다 높은 것

그림 2. Hosono 그룹의 a-IGZO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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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고, 제품화 관점에서는 a-Si

처럼 비정질 반도체의 고유 장점을 가진 

a-IGZO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까지 ZnO (Zinc oxide), SnO2 (Tin oxide), 

In2O3 (Indium oxide), ZIO (Zinc indium 

oxide), IGO (Indium gallium oxide) IZO 

(Indium zinc oxide), ZTO (Zinc tin oxide), 

IGZO (Indium galliumzinc oxide)가 투명 

산화물 반도체의 채널층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림 3은 (n-1)d10ns0 (n>4) 전자 배치를 가

진 산화물 반도체의 이동도 모형도를 나타내

고 있다.

이들 산화물 반도체는 (n-1)d10ns0 (n≥

4) 전자 배치를 갖는 중금속 양이온을 적어

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다. 이들 산화물 반

도체는 Si 또는 GaAs와 같은 공유 결합성 반

도체와는 다른 전자 배치를 보이는데, 전도

대가 금속 이온의 ns 궤도에서 형성되며 가

전도대가 산소 음이온의 2p 궤도에서 형성된

다. 특히 큰 반경의 금속 양이온은 인접한 양

이온과 궤도 겹침이 크게 발생하게 되며 캐

리어의 효과적인 이동 경로를 제공해 준다. 

초기의 산화물 반도체는 캐리어의 농도를 제

어하기가 쉽지 않아 높은 off 전류를 나타내

어, 쓸모 있는 디바이스를 제작하기 어려웠

다. 과량의 캐리어 농도를 줄이고자 2족 원

소인 Zn에 더해 3족 원소인 Ga을 첨가하는 

등 다양한 시도도 이루어졌다. 또한 ZnO는 

상온에서도 결정성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중금속 산화물을 섞은 ZnO 기반 비정질 산화

물박막 (a-IZO, a-ZTO, a-IGZO, a-IAZO) 

등도 연구되었다. 다결정성 산화물 반도체에 

비해 비정질상은 일반적으로 낮은 공정온도

를 가지고 넓은 영역에 걸쳐 균일한 물성을 

얻을 수 있다. 특별하게도, 비정질 산화물 반

도체는 전자 운송 특성이 결정상과 거의 유

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8-10].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TFT

의 채널층은 a-Si, LTPS, 유기 반도체, 산

화물 반도체로 분류할 수 있다. 유기 반도체

는 이동도는 최고 5 cm2/Vs를 보여주고 있지

만, 소자의 신뢰성에 관해 극복해야 할 과제

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유기 반도체를 함

유한 용액을 이용한 프린팅 공정이 안정적으

로 개발된다면, 장차 유연하면서 저가인 디

스플레이 구동 소자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

다. 역사가 짧은 산화물 반도체 TFT는 LCD

와 OLED 화소의 동작 제어를 위한 TFT로 

적용되어 왔으며, OLED는 자발광 소자이기 

때문에 각 픽셀별 밝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압이 아닌 전류 제어를 하는데, 최소 2개

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커패시터로 구성된 

픽셀 구조가 필요하다. 전류 구동의 특성 상, 

전압 구동보다 소자 신뢰성, 문턱전압 분포, 

채널이동도 측면에서 더욱 우수한 성능이 요

구된다. a-Si은 이동도가 1 cm2/V.s 수준으

로 액정구동에는 충분하나, OLED에 사용하

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바이어스 스트

레스 (Bias stress) 환경 하에서 문턱전압이 

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AMOLED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보상회로의 추가

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보상회로는 4개~6

개의 TFT로 구성되는데 AMOLED에 신뢰성 

있는 동작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완벽하지 않

은 상태이다. 

그림 3.  (n-1)d10ns0 (n > 4) 전자 배치를 가진 
산화물반도체의 이동도 모형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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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S는 높은 이동도와 우수한 디바이스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판 내에서 문턱전

압 변화가 심하여 특성 균일도가 좋지 않다. 

또한, LTPS는 산화물반도체보다 그 제조 공

정이 복잡하고 공정 수율이 낮아 비용 측면

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

서 산화물 반도체는 AMOLED용 TFT 기판으

로써 매우 적절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의 장점을 검토해 볼 때 가까운 미래에는 

LCD 구동 소자로써 산화물반도체 TFT가 일

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3. 산화물 반도체 TFT의 
기술 개발 현황

　　

산화물 반도체를 TFT로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제 9년째에 접어드는 최신의 연구 

분야이다. AMOLED의 경우와 유사하게, 산

화물 반도체 기초 기술 개발을 주도한 나라

는 일본과 미국이나, 실제 온전히 구동되는 

패널 형태의 시제품을 계속 전시하면서 상용

화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로 끌어올리는 나라

는 한국이다. 본고에서는, 국제적으로 유명

한 디스플레이 관련 학회 및 전시회를 분석 

대상으로 정하여 최근 4년간 산화물 반도체 

TFT 개발 추세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본다. 

대형 패널 업체가 많이 참가하는 국제 디스

플레이 전시회의 동향 분석은 산화물 반도체 

TFT의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11,12].

LG전자는 SID'07에서 IGZO TFT 기판

을 구현하여 그 상부에 상부발광 AMOLED

를 제작하여 시연하였다. 발표된 논문에서

는 채널 폭과 길이가 IGZO TFT의 이동도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TFT 외각

부의 영향을 배제한 실질적인 이동도는 95 

cm2/V.s라고 발표하였다. 3.5'' QCIF+ 풀컬

러 AMOLED 패널을 2T1C (2 transistor 1 

capacitor) 화소 구조의 IGZO TFT로 구동하

였다 [13]. 

삼성 SDI는 SID'08에서 산화물 TFT를 적

용한 OLED 패널로써는 세계 최대 사이즈인 

12.1'' WXGA AMOLED를 발표하였다 [14]. 

IGZO 반도체의 비정질 특성 덕분에, 2 트

랜지스터 1 커패시터의 단순한 화소 회로로

도 화소의 휘도 균일도를 좋게 할 수 있었

다. 전계 효과 이동도 8.2 cm2/V.s, 문턱전

압 1.1 V, Sub-threshold swing 0.58 V/

표 1. 디스플레이용 TFT 구조 및 주요 특성 비교.

항목 a-Si uc-Si LTPS Oxide

Device
구조

TFT 구조

Bottom Gate Bottom Gate Top Gate Bottom Gate

Gate

a-Si

S D

Gate

uc-Si

S D
Drain 

Gate

Source S D
Oxide semiconductor

Gate

Mask 수 4Mask 4Mask 5Mask 5Mask

소자
특성

Mobility 0.3 0.5(예측) 80~120 5~10

생산성
핵심공정 a-Si uc-Si 성막 ELA

Oxide
반도체

Size
scalability

Gen. 8 Gen. 8 Gen. 4 >Gen. 7

Issue
·소자신뢰성
  (수명&잔상 보상회로)

·소자균일도
·재현성
·Depo. Rate↓

·소자균일도 (보상회로)
·초기연구단계
·소자 신뢰성 검증
·양산성 검증 必

개발 주요업체 Kyocera SLCD, LGD SLCD, Sony, SSE LGD,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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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On/off 비 108 이상 등의 특성을 확

보하였다. IGZO는 In2Ga2ZnO7 조성의 스

퍼터 타겟을 사용하여 약 50 nm 두께로 증

착하였다. ESL (Etch stopper layer) 방식

의 TFT 구조를 사용하여 7 mask 공정으로 

AMOLED 백플레인을 구현하였다고 하며, 

ESL 공정을 최적화하여 우수한 TFT 특성을 

얻었다.

올해 5월에 개최된 SID‘13에서는 산화물 

TFT에 대한 수십여 편의 연구 논문이 쏟아

져 나왔다. 산화물 TFT는 기존 a-Si TFT 

라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투자 부담이 없고, 그러면서도 해상도를 

높이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계가 산화물 TFT에 관심 갖

는 이유다. 산화물 TFT 가운데 상용화가 가

장 빠른 기술은 a-IGZO이다. AMOLED TV 

패널을 세계 최초로 제품으로 출시한 LG디

스플레이와 최근 65" AMOLED TV 패널을 

개발한 대만 AUO 모두 IGZO 방식이었다. 

지난해 디스플레이 업계 처음 산화물 TFT

를 양산한 일본 샤프도 IGZO 방식을 택했

었다.

LG디스플레이에서 제품으로 출시한 

a-IGZO TFT 기판을 적용한 55" AMOLED 

TV 패널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AMOLED 패널에 적용된 산화물 TFT는 8 세

대 (2,200 mm × 2,500 mm) 유리 기판에 

Cu를 배선으로 갖는 ESL 구조로 제작되었

고, 제품 적용에 적합한 TFT 특성 및 신뢰

성 특성을 나타내었다 [15,16]. 그림 6은 개

발된 55" AMOLED 패널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발표한 논문에서는 산화물 TFT의 기

술적인 개발이 필요한 사항들을 4개의 영역

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7은 개발된 산화물 

TFT의 구조와 기술 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

항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

그림 4.  LG전자의 a-IGZO로 구동되는 AMOLED 
패널 시제품 (a) 3.5" QCIF+ AMOLED 패
널구조, (b) 3.5" QCIF+ 풀컬러 AMOLED 
패널의 동작 이미지.

(a)

(b)

그림 5.  SID'08에서 발표한 삼성 SDI의 12.1'' 
WXGA AMOLED (a) a-IGZO TFT 구조, 
(b) 12.1'' WXGA AMOLED 패널의 동작 
이미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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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번째, 채널층에서는 산소량 미최적화

로 인한 채널 특성 저하가 있으며 두 번째, 

게이트 절연막의 전하 포획으로 인한 문턱 

전압의 변화, 세 번째 채널하단부의 수소 유

입 및 오염을 인한 특성저하, 네 번째 빛 유

입에 다른 문턱전압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은 문턱전압 변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측정 결과, ±0.5 V로써 매우 균일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대만의 AUO는 `사이드 바이 사

이드 FMM (Fine metal mask) 증착 기술

을 활용한 65" 산화물 TFT 기반 OLED TV`

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제품을 실제 전시하

지는 않았지만 AUO는 6 세대 원장 공정과 

개선된 FMM 증착 기술로 65" UHD OLED 

TV 연구 성과를 냈다 [17]. 또 AUO는 산화

물 TFT와 잉크젯 프린팅 증착 공정으로 제

작된 79ppi 14" qHD AM OLED의 연구 성과

를, 중국 BOE는 같은 조건에서 개발한 17" 

AMOLED 패널의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산

화물 TFT 기술의 원조 격인 샤프는 일본 연

구개발 전문기업인 SEL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및 AFD (Advanced 

film device)와 공동으로 326 ppi의 3.4인치 

고해상도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를 소

개했다. 도시바도 10.2" WUX180GA (1920

×1200) 해상도의 플렉시블 AM OLED 디스

플레이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플라스틱 기

판 기반의 산화물 TFT 구동 기술을 활용했
고, RGBW 컬러필터와 화이트 OLED 기술을 

적용했다.

그림 6. LGD 55" AMOLED Panel 구조.

Color

Anode

Glass
Gate

Source
GI

TFT

OC

PAS

OLED
Cathode Bank

Drain

Gate

S/D

Color

Anode

Glass
Gate

Source
GI

TFT

OC

PAS

OLED
Cathode Bank

Drain

Gate

S/D

Color

Anode (ITO)

Glass
Gate

Source
GI

TFT

OC

PAS

OLED
Cathode Bank

Drain

Gate

ITO

Color

Anode (ITO)

Glass
Gate

Source
GI

TFT

OC

PAS

OLED
Cathode Bank

Drain

Gate

ITO

(a) (b)

그림 7. 산화물 TFT 구조 및 열화 메커니즘.

그림 8. 산화물 TFT의 문턱전압 변동.

그림 9.  SID'13에서 발표된 LGD의 55" FHD 
OLED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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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산화물 TFT를 적용한 LCD 및 OLED TV가 

제품으로 출시됨에 따라 산화물 TFT에 대한 

관심과 연구 개발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a-Si:H TFT, LTPS 

TFT, 다결정 Si TFT 등은 대형 FPD에 필요

한 제 8세대 이후의 제조 기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산

화물 반도체의 기본적인 원리, 개발 역사, 기

술 개발 동향과 주요 업체의 전시품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산화물 반도체 TFT는 짧은 

몇 년 사이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초 기술은 일본과 미국

이 앞서 있지만, 실용화 관점에서 우리나라

가 크게 앞서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산화물 반도체 및 더 나아가 다양한 무

기 박막의 저온 인쇄 공정은 장차 유망한 기

술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구

에 따른 고해상도와 3D 등에 대응한 고성능

의 TFT 특성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다. 엔지니어들의 새로운 도전은 그러한 꿈

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

는다. 또한 국내에서 연구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 역량을 집중하여 원천, 응용, 생산

기술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원천

기술의 확보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천 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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