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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 개발 동향

정우석 책임연구원, 신재헌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품소재연구부문)

1. 서 론

산화물 반도체 (Oxide semiconductor) 특

히,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 (Amorphous 

oxide TFT) 분야는 지난 10여 년 동안 대면

적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가장 유력한 

구동소자 후보로써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또한 최근 LG Display社에서 출시한 대면적 

AMOLED TV에 채택될 정도로 기술적으로 괄

목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런 성과는 자연적

으로 생성되는 n형 산화물 반도체에서 유발된 

특성들이다. 이렇게 산화물 트랜지스터가 비

교적 짧은 시간 안에 큰 관심과 발전을 이루어 

올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바로 기존 실리콘 

기반 TFT들 (비정질 실리콘, 다결정 실리콘)

의 장단점들 중에서 장점만 가지고 있다는 점

일 것이다. 예를 들어,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대면적 AMOLED 디스플레이의 구동소자로써 

지녀야 될 고이동도, 균일도, 신뢰도에 있어서 

다결정 실리콘 TFT는 고이동도와 신뢰도만 만

족하고 비정질 실리콘 TFT는 균일도만 만족하

는 반면 비정질 산화물 TFT는 이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가 LTPS에 비해 낮은 

수준인 20 cm2/Vs의 이동도를 넘어 80 cm2/

Vs 이상으로 개발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전기

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광학적 안정성에서도 

검증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한편, N형 산화물 반도체 소재 개발에 비해 

P형 산화물 반도체 소재의 개발은 개선 속도

가 매우 더디고, 특성도 N형에 비해 걸음마 수

준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의미 

있는 이동도와 Off current값을 보인 결과들

이 선보이면서, 산화물 반도체로만 제작된 뛰

어난 성능의 CMOS 구현이 꿈만은 아닐 것이

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수백종류 이상의 N

형 산화물 반도체 소재 조합에 비해, P형 산화

물 반도체 소재는 대표적으로 CuO와 SnO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정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P형 박막 트랜지스터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의 다양

한 구조와 N형 및 P형 산화물 반도체 소재의 

이론적 배경, N형 산화물 반도체 개발 동향 및 

표 1. 디스플레이 구동소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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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 산화물 반도체 개발 동향, CMOS 개발 

동향 등을 다룰 것이다.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에 들어서며, 가장 관심을 많이 끌 박막 

소자는 단연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일 것이

며, 그에 대한 기술 동향 파악과 개발 목표 

달성으로 고성능 CMOS시대를 앞당길 수 있

을 것이다.

2. 산화물 반도체 및 
박막 트랜지스터 구조

비정질 산화물이 비정질 실리콘에 비해 

높은 이동도 및 신뢰도를 갖는 이유는 바로 

결정 구조 및 구성 성분과 관련이 있다. 그

림 1은 비정질 실리콘과 비정질 산화물의 결

정 구조를 비교한 개념도로써 비정질 실리

콘은 전도대에서의 전자의 이동이 부자유스

러운 sp3 오비탈인데 반해 비정질 산화물은 

전자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s오비탈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

정 구조의 차이가 바로 수십 배의 전자이동

도 차이를 주며 AM-OLED와 같은 전류주

입형 디스플레이의 구동소자로써의 첫 번째 

요건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다. 

AM-OLED 디스플레이의 구동소자로써

의 두 번째 요건은 바로 전기적 안정성이

다. AM-LCD의 경우엔 트랜지스터가 스위

칭 소자로만 사용되므로 게이트 전압에 의

한 문턱전압의 이동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AM-OLED의 경우엔 트랜지스터

가 스위칭 소자뿐만 아니라 전류공급 소자

로써 사용되므로 문턱전압의 약간의 이동이 

구동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

화물 TFT는 전자이동도도 크지만 무엇보다 

전기적 안정성이 비정질 실리콘 TFT에 비

해 훨씬 좋은데 이는 바로 활성층 내의 수소

이온의 양 차이에 기인한다. 즉 비정질 실

리콘에는 활성층 성장 시 어쩔 수 없이 다량

의 수소이온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수소

이온의 비교적 큰 이동도로 인한 소자 불안

정성을 야기하게 된다. 산화물 반도체는 이

러한 수소이온 침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소자 신뢰성에 있어서 다결정 실

리콘에 버금가는 특성까지도 이론상 가능해

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질이 

갖는 어쩔 수 없는 결함 상태들이 존재하는

데 이는 신뢰성이나 평균전자이동도에 영향

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결함 상태에 대한 연

구 및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

다. 그림 2는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의 결함 

상태 밀도를 에너지에 대해 나타낸 그림으

로 밴드갭 내의 결함 상태는 비정질 실리콘

과 비슷하게 Tail 상태 및 Deep 상태, 그리

고 중간 중간 존재하는 국소상태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밴드갭 내의 결함 상태

들은 거의 대부분 Oxygen vacancy와 Zinc 

interstitial, 그리고 약간의 수소이온 등으

로써 일부는 도너 역할을 하게 되어 n-type 

활성층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하지만 대부분은 전기장에 의해 유도되

는 자유 전자들을 포획하여 전체 평균 전자

이동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한, 이러한 밴드갭 내의 상태들은 외부 환경 

(전기장, 빛, 온도)에 의해 생성, 이동, 소멸 

되면서 소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그림 1.  비정질 실리콘 및 산화물 반도체의 결정 
구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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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므로 고품위의 활성층을 얻고 소자

의 높은 신뢰성을 구현하기 위해 이러한 여

러 결함 상태들을 제거해 주는 쪽으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3은 산화물 TFT 소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구조 및 작동 방식을 기존 실리

콘 MOSFET (n-type)과 비교한 개념도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가장 큰 차이는 채널 및 

소스&드레인에 사용된 물질의 Type이다. 즉, 

n-type MOSFET의 경우엔 채널은 p-type, 

소스와 드레인은 n-type인 반면 n-type 산

화물 TFT는 채널은 n-type, 소스와 드레인

은 메탈로 구성된다. 즉, MOSFET은 한 개

의 소자 안에 n-type과 p-type 물질이 같

이 들어가게 되는 반면 산화물 TFT는 같은 

Type의 물질로만 구성되는 점이 가장 큰 차

이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은 바로 작

동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MOSFET

의 경우엔 문턱 전압 이상의 높은 전압이 걸

리면 채널의 Type이 바뀌는 즉, Inversion이 

되면서 소스-채널 간 그리고 채널-드레인 

간 pn접합 장벽이 사라지게 되어 전류가 흐

르게 되는 반면 산화물 TFT는 Type은 유지

가 되면서 Carrier들이 계속 축적되어 채널

자체가 고저항에서 저저항으로 바뀌게 되어 

전류가 흐르게 되는 방식이다. 즉, n-MOS

의 경우엔 문턱전압 이하에서는 p-type 또

는 약한 Inversion, 문턱전압 이상에서는 강

한 Inversion으로 문턱의 정의를 뚜렷하게 

할 수 있으나 산화물 TFT의 경우엔 문턱전압 

이하 및 이상 모두에서 전부 같은 Type이므

로 문턱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이러한 차이에 

의해 MOSFET에 적용되는 모델을 그대로 산

화물 TFT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애로 사항이 

존재하게 된다 [3]. 또한, 앞서 언급한 여러 

결함 상태에 의해 평균이동도 자체가 게이트 

전압의 함수가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모델식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4에 산화물 TFT 소자의 4가지 대표적

인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 Inverted

는 Bottom-gate 구조, Normal은 Top-gate 

구조이다. Staggered는 게이트와 소스드레

인이 채널의 양쪽에 마주보며 있는 구조이

고 Coplanar는 게이트와 소스드레인이 채

널의 한쪽에 모두 위치하고 있는 구조이다. 

Inverted-coplanar 구조는 다양한 활성층을 

연구하는데 좀 더 편리하므로 연구 초창기

에 많이 사용된 구조인데 패시베이션을 반드

시 해야 하며 패시베이션에 따라 소자 특성 

및 안정성이 많이 달라지고 또한, 활성층과 

유전층 (Gate insulator) 사이에 소스드레인 

공정이 수행되게 되어 계면 품질이 나빠진다

는 단점들이 있다. 그러므로 실제 디스플레

이 구동용으로는 Normal-staggered 또는 

그림 2.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의 밴드 구조 [2].

그림 3.  산화물 반도체 TFT의 구조 및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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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ted-staggered 구조가 많이 사용되는

데 이는 활성층 증착을 유전층 증착 후 또는 

유전층 증착을 활성층 증착 후 소스드레인 

공정 없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자 특성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성층-유전층 계면

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4의 4 가지 구조 외에도 기생 정전용량을 줄

이기 위한 Self-aligned 구조 등 몇 가지 독

특한 구조들이 제시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3. N형 산화물 반도체 개발 동향

3.1 진공증착방식 산화물 TFT 개발
주기율표에서 산화물 반도체 소재를 구성

할 수 있는 조합은 상당히 다양하다. 대표

적인 소재는 In2O3, ZnO, Ga2O3, SnO2 들

이며, 이들의 2성분계 ~ 4성분계를 기본으

로 하고, 캐리어 억제 요소를 첨가하여 새로

운 산화물 반도체 소재를 제작할 수 있을 것

이다. 진공증착방식으로 진행할 경우는 최적 

조성의 소재 탐구는 그림 5처럼, 순혈조합법 

(Combinatorial method)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겟 위치에 가까운 기판에서 

그 타겟의 함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단지 몇 

회의 실험에 의해서 조성 분포에 따른 TFT 

특성 분포도를 확보할 수 있다.

앞서 N형 산화물 반도체 원소에서 인듐 소

재는 이동도 증가를 담당하고, 캐리어 억제

제가 많아질수록, 이동도는 낮아지고, 소자

의 신뢰성은 증가한다. TFT 특성에서의 반

비례 양상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그림 와 

같이 모두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 소재뿐

만 아니라, 공정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재 개발에서 이동도, 신뢰도 못

지않게 중요한 것이 산화물 소재의 균일성 

(Uniformity)이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 완벽

한 비정질을 구현하는 산화물 신소재를 개

발하고자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삼성은 IZO 기반으로 하여, Zr-IZO, Hf-

IZO 소재 등을 개발하였다. Zr과 Hf 은 강력

한 Carrier 억제제 (Suppressor)로 사용되었

다. 그런데 Zr-IZO에서는 광범위하게 Zr-

rich 부분에서는 결정상이 발견되는 문제가 

있었고, Hf-IZO에서도 열처리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결정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없었다 

[4,5]. 

그림 7은 최근 논문에 발표된 산화물 반도

체 소재 및 TFT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용액공정 (S 표기)과 유사한 비율로 

ZnO 계열 및 GIZO 계열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용액공정에 의한 산화물 TFT 논

문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나, 진공증착방식

은 점점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공증착방식 산화물 반도체 소재 및 소자

의 주요 연구 목표는 신뢰성을 갖춘 고이동

그림 4. 산화물 반도체 TFT 소자의 4가지 구조.

그림 5. Combinatorial Material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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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화물 TFT 개발과 유연기판 대응용 저온 

공정용 산화물 TFT 개발에 있다. 그런데 고

이동도 산화물 반도체와 저온 공정용 산화물 

반도체 조성에는 공통정이 있다. 그것은 인

듐이 다소 포함된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채널의 저온 활성화와 고이동도는 공통점이 

있고, Carrier 억제 요소를 어떤 조합으로 선

택하느냐가 응용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8

는 In-Ga-Zn-O 소재에서 각 원소의 함유

량에 따른 이동도와 Von을 보여주고 있다. 이

동도 측면에서 보면, 인듐이 절대적인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Von 측면에서 보

면, 갈륨 원소의 양에 따라 TFT가 오른쪽으

로 치우침을 알 수 있어, Carrier suppressor 

(Carrier pinning)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a과 같은 Carrier 억제 역할을 

하는 원소가 많아질수록 TFT소자의 신뢰도

는 증가하게 된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강력

한 산소결합력을 가진 원소가 많아짐으로 채

널 내에 산소결합력이 평균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공공생성을 억제시키거나, 트랩

이나 결함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어, TFT 신

뢰도를 개선시키게 된다.

그림 9은 IZTO-TFT에서 박막의 인듐 조

성과 IZO 타겟의 스퍼터 파워에 따른 트랜지

스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a)에서 인듐 함

량이 높아질수록 이동도는 증가하지만, 게이

트 스윙 (S)는 낮아짐을 알 수 있고, IZO 파

워가 증가할수록, 이동도는 감소하나 게이

트 스윙은 커짐을 알 수 있다. (b)에서 VT와 

Ioff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Transfer 곡선이 Negative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3.2 용액공정방식 산화물 TFT 개발
그림 10은 용액공정방식 산화물 반도체 

소재 및 TFT 관련 최근 연구동향을 보여주

고 있다. 초기에는 ZnO 계열 (나노입자 포

함) 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IGZO

그림 6. N형 산화물 반도체 개발 방향.

그림 7.  최근 발표된 산화물 반도체 논문 비교 
(S 표기는 용액방식)[6].

그림 8.  (a) 이동도, (b) Von, In-Ga-Zn-O 
TFT, 150도 열처리 [7].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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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액공정 개발에 관련한 연구보고가 많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ZnO계열이나 IGZO 

계열은 스핀 코팅에 의한 논문이 많은 수

를 차지하였으며, 이동도가 10 이하로 다

소 낮고, 후처리 온도도 대부분 400도 이상

의 고온이 필요하였다. 그 외에 ZTO, IZO, 

IZTO, AIO, IMO 등의 산화물 반도체를 용

액공정으로 합성한 논문들이 있는데, 이동

도가 10 이상 되는 것도 간혹 포함되었으

나, 여전히 온도는 400~600도가 주류를 이

루었다. 

용액공정에 의한 산화물 TFT 제조법이 관

심을 끄는 이유는 대표적인 저가 공정이고, 

빠르고 손쉬운 공정방법이고 초기 투자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소 높은 공정온도

와 좋지 않은 전기적 특성 (낮은 이동도 등) 

문제는 해결해가야 할 과제이다. 이런 맥락

에서 그림 에 나타냈듯이, In2O3를 사용하여 

플렉시블 산화물 TFT를 제작하였는데, 이동

도 6 cm2/Vs 이상의 산화물 TFT를 후열처

리 온도 200인 것은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이동도 20 cm2/Vs 이상, 공정온도 200도 이

하의 용액공정이 개발되고, 인듐을 사용하지 

않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9.  IZTO-TFT에서 In 함량 (IZO 파워)에 따
른 특성 변화 (a) 이동도 및 스윙, (b) VT 
및 Ioff [8].

그림 10.  용액공정방식 산화물 반도체 소재 연구 
동향 [6].

그림 11.  Acrylite 위에 형성된 투명 플렉시블 
In2O3-TFT (a), Output curve (b), and 
(c) Transfer plot [9].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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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형 산화물 반도체 개발 동향

4.1 p형 산화물 트랜지스터 개발
n형 산화물 TFT의 놀라운 발전에 비하면 

p형 산화물 TFT의 발전은 아직 걸음마 수준

에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로는 밴드 구조에 

있다. 즉, 산화물 반도체의 경우 두 번째 장

에서 설명했듯이 전도대가 전자들의 움직임

이 자유로운 s오비탈 구조인데 반해 가전자

대 (Valence band)는 홀의 움직임이 자유롭

지 못한 p오비탈과 d오비탈의 혼성오비탈이

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이동

도 최고수준은 1~5 cm2/Vs 에 머물러 있으

며 또한, on-off 비나 SS 값과 같은 다른 특

성들도 n형에 비해 상당히 좋지 않다. 하지

만, p형 소자가 개발이 되면 n형가 더불어서 

CMOS 회로가 가능해지고 또한, OLED 구

동 회로를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므로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오고 있고 최근 좋은 결과들이 조금씩 

보고되고 있다. 그림 12은 p형 산화물 TFT

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Cu2O와 

SnO 계열의 결정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

림 12(a)는 Cu2O와 CuO 물질의 결정 구조

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자는 Cubic, 후자는 

Monoclinic 구조이며 밴드갭은 전자가 후자

에 비해 약간 더 커서 투명소자로써의 가능

성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다. Cu2O에서 p형

이 발현되는 이유는 VCu (Copper vacancy)들

이 가전자대로부터 약 0.3 eV의 억셉터 준위

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3

는 Cu2O의 화학결합 및 밴드 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

Cu2O 박막은 스퍼터링,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PLD (Plused laser 

deposition), MBE (Molecular beam 

ep it axy ) ,  ECD  (E le c t r o chem ica l 

deposition), Sol-gel법, 열산화법 등 여러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는데 이 중 스퍼터링과 

그림 12.  Unit cell of the crystal structure of 
Cu2O and CuO (a), SnO2 and SnO 
(b) [6].

그림 13.  (a) Chemical bond between an 
oxide ion and a Cu cation, (b) 
representation of the defects in 
Cu2O, (c) a simple electronic model 
proposed by Brattain [10].

(a)

(b)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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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산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 2

은 여러 가지 방법 및 온도 그리고 GI 조합으

로 제조된 p형 Cu2O TFT의 이동도 및 On-

off 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Zou 등에 의

해 4.3 (cm2/Vs)의 이동도와 106의 On-off 

비의 경이적인 결과가 발표되어 p형 산화물 

TFT에 대한 연구가 재점화 될지 귀추가 주

목되고 있다. 그림 3은 2010년도 Zou에 의해 

발표된 TFT의 특성 커브를 보여주고 있는데 

SS 값도 0.18 V/dec으로 거의 n-type 산화

물 TFT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결과조차도 500℃라는 높은 공정온도 

및 PLD라는 고가의 증착법에 의존한 결과여

서 상용화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최근 Sn vacancy가 acceptor로 작용한

다는 사실과 동시에 가전자대의 홀 오비탈

이 Sn으로부터 유래된 5s 혼성오비탈 상태

로 알려지면서 p-type 산화물 활성층으로

써의 SnO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

다. 그림 12(b) 및 그림 15는 SnO2와 SnO의 

결정 구조 및 화학결합 상태를 보여주고 있

다. SnO2는 n-type 투명 전극 및 활성층으

로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반면 SnO에 대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오다가 

p-type 활성층의 가능성으로 2008년부터 지

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SnO TFT의 경우엔 연구가 시작된 지 5

년 정도 밖에 안되어서 스퍼터링, PLD, 

Evaporation 등 서너 가지 방법으로만 제조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시

도될 것으로 보여진다. 표 3는 여러 증착 방

법 및 온도 그리고 GI 조합으로 제조된 p

표 2. P-type Cu2O TFTs for the last 5 years.

채널층 증착법
Tdep/

Tanneal [℃]
기판 GI

이동도
(cm2/Vs)

On/off 문헌 연도

Cu2O

PLD
Rf sputtering
Rf sputtering

PLD
PLD

700
RT/200
RT/200

500
500

MgO
Si

Glass
Si/SiO2

Si/SiO2

Al2O3

SiO2

Al2O3/TiO2

HfON
HfO2

0.26
0.4

0.001
4.3
2.7

6
104

102

106

106

Matsuzaki [11]
Sung [12]

Fortunato [10]
Zou [13]
Zou [14]

2008
2010
2010
2010
2011

그림 14.  Transfer characteristics of p-channel 
Cu2O TFTs with W/L = 500/20 μm. V 
G was swept from - 3 to 3 V at V D 
= 3 V [13].

그림 15.  Comparison between the band 
structure of SnO2 and SnO. In the 
case of SnO the top of the valence 
band consist of hybridized orbital of 
O 2 p and Sn 5 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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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SnO TFT의 이동도 및 on-off 비를 보여

주고 있는데 최근 Fortunato 등에 의해 4.6 

(cm2/Vs)의 이동도와 7×104 정도의 on-off 

비를 갖는 SnO p형 산화물 TFT가 보고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림 16). 또

한 무엇보다 공정 온도가 200C 정도의 낮은 

온도라는 점에서 Cu2O 보다 좀 더 상용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p형 산화물 TFT의 특성이 계속 좋아지고 최

적화 되어 가면 결국 산화물 반도체 소자 만

으로 CMOS 회로 구현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소개하도

록 하겠다.

4.2 산화물 CMOS 개발
N형 산화물 반도체 소재 개발과 TFT 성능 

향상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던 P형 산화물 

개발이 2010년 이후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

오기 시작하여, 지난 2007년 니께이 전자 아

시아판에서 예견하였던 CMOS 개발이 본격

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림 와 같이 투명

전자소재에서 제1파는 TCO로 대변해 투명

전도막소재이고, 제2파는 N형 산화물반도체

개발, 제3파는 P형 산화물반도체개발로써, 

2015년에는 산화물 반도체로만 구성된 투명 

CMOS 개발이 가능할 것이고, 2010년에는 

고성능 투명 IC 및 메모리소자개발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P형 산화물 반도체의 개발이 미진한 시기

엔, P형 반도체는 유기물을 쓰고, N형은 산

화물 반도체를 사용하여 CMOS를 제작한 것

이 유무기 융합 CMOS의 일반이었다. 연세대

학교 임성일 교수 그룹은 P형 반도체는 유기

물 펜타신을 사용하고, N형 반도체는 ZnO를 

사용하여, 그림 18와 같은 구조로 CMOS를 

제작하여, 나노-하이브리드 절연막 (Al2O3-

SAM)을 이용한 저전압 구동 및 전기적 안정

성을 확보하였고, 빛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표 3. P-type SnO TFTs for the last 5 years.

채널층 증착법
Tdep/

Tanneal [℃]
기판 GI

이동도
(cm2/Vs)

On/off 문헌 연도

SnO

PLD
Evaporation
Rf sputtering
Evaporation
Rf sputtering

PLD

575/200
RT/100
RT/400
RT/400
RT/200
RT/250

YSZ

Si

Si

Si

Glass

Si

Al2O3

SiO2

SiNx

SiO2

Al2O3/TiO2

SiO2

1.3
0.01
0.24
0.87
4.6
0.75

102

103

102

102

7×104

103

Ogo [16]
Ou [17]

Yabuta [18]
Liang [19]

Fortunato [20]
Nomura [21]

2008
2008
2010
2010
2011
2011

그림 17.  투명 산화물 전자소재 및 소자 개발 
동향.

그림 16.  Output character is t ic of SnO 
p-channel TFT (gate voltage is 
varied from 0 to -50 V in -10 V 
step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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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확보하였다 [22].

산화물 반도체로만 구성된 최초의 CMOS는 

2008년도에 발표되었다 [23]. P형 산화물 반

도체는 SnO2를 사용하였고, N형 산화물 반

도체 소재는 In2O3를 사용하여, CMOS 인버

터를 제작하였는데, 초기의 낮은 P형 TFT의 

이동도 (0.0047 cm2/Vs) 등으로 인해 높은 

동작 전압과 11에 육박한 높은 Output Gain

을 확보하였다 (그림 19).

Fortunato 그룹에서는 n형 산화물 반도

체는 IGZO를 사용하고, p형 산화물 반도체

는 SnO를 사용하여 투명 CMOS를 200도 이

하의 온도에서 제작하였고, 그림 20와 같이 

1.7의 낮은 Gain값을 얻은 바 있다 [6]. 

Hosono그룹에서는 최근에 P형 및 N형 이

동도 (cm2/Vs)가 0.81 및 0.0005를 가지는 

그림 18.  유무기반도체와 나노하이브리드 절연막 
(b)을 활용한 CMOS 구조 (a), p형 극 
(c) 및 제작 (d).

그림 19.  SnO2 (P형) 및 InO3 (n형)을 적용한 산
화물 CMOS 인버터 특성 (Gain).

그림 20.  투명 CMOS 인버터의 VTC 및 Gain 
특성.

그림 21.  양극성 SnO 반도체로 제작한 CMOS 
구조 (a) 및 VTC 및 Gain 특성 (VDD = 
±5 V).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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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의 양극성 (Ambipolar)을 활용하여, 유

사 CMOS 인버터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21과 같이, 5 V 작동전압에서 2.4~2.5

의 Gain을 확보하였다 [21].

최근 p형 산화물 TFT의 특성이 CuO2와 

SnO의 경우 각각 이동도와 Drain current 

on/off ratio가 4.3 cm2/Vs, 3×106과 4.6 

cm2/Vs, 7×104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 이들 p형 산화물 반도체를 최적

화시키는 범위에서 최적 조합의 n형 산화물

을 선정하고, CMOS를 개발한다면, 낮은 작

동 전압에서 높은 Gain을 확보할 수 있는 산

화물 CMOS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

러, 저온 공정과 유연한 절연막의 적용으로 

플렉시블한 CMOS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향

후엔, 이와 같은 결과를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동소자나, RFID 소자, 이미지 센서 등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5. 결 론

전 세계적으로 산화물 반도체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린 N형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 개

발 시대는 이미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많

은 연구 성과로, 전기적 신뢰성, 광학적 신

뢰성을 만족하면서, 트랜지스터 이동도도 30 

cm2/Vs 이상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이동도 80 cm2/Vs 이

상 고이동도 N형 산화물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과 이동도 20 cm2/Vs 이상을 목표로 200

도 이하 저온에서 용액공정으로 저가격 수요

를 대응할 수 있는 산화물 반도체를 개발하

는 것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향

후 10년 P형 산화물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이동도 10 cm2/Vs 이상을 목표로 P형 산화물 

반도체 조성 및 장치가 주력으로 개발될 것

이다. P형 산화물 반도체 개발 완성도에 따

라, 고속 저전력 기능의 산화물 CMOS가 현

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P형 개발과 CMOS 

개발로 그 이전에 산화물 전자소자가 이뤄왔

던 산업적 파급효과를 뛰어넘는 큰 수요를 

가져올 것임은 확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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