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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김상준 이사 (㈜엘립소테크놀러지 연구개발부)

산화물 반도체와 타원법

1. 서 론

사람의 감각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으로 다섯 개의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시

각은 눈, 미각은 혀, 촉각은 피부, 청각은 귀 

그리고 후각은 코와 관계 한다. 이 다섯 개의 

감각기관은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외부의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기관들이다. 예

로부터 전해지는 말 중에 '몸이 천 냥이면 눈

은 구백 냥'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얻는 정

보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안구의 크기는 약 7 g 정도로 탁구공 혹은 골

프공만 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그 기능은 현

재까지 개발된 어느 인공적인 자동카메라보다 

우수하다. 눈은 생체렌즈(각막과 수정체)와 조

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와 필름역할을 하는 망

막, 셔터역할을 하는 눈꺼풀 등등 여러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보

고,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외부와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감각 기관

이 눈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사람의 의식

과 외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

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가상 혹은 현실의 정

보를 전달함으로써 사람과 기계, 사람과 사

람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장치로, IT기기

의 중심점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는 전 세계 IT, 의료, 방송 등 다양한 산업발

전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정보화된 고도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디스

플레이 장치는 과거 브라운관(CRT: Cathode 

Ray Tube)에서 LCD(Liquid Crystal Display)

와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등

그림 1.  과거 CRT로 대변되던 디스플레이는 LCD, 
PDP, OLED 등 평판 디스플레이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등의 
발달은 단순 시각 정보전달 매체인 디스플
레이에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
할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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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컴퓨터와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사물 인터넷 등 기기 간의 상

호 작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초고속 네트워크

가 진화해가는 현시대에 기계와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기계 간을 연결 해주는 중심에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산화물 

반도체의 특성과 산화물 반도체를 분석하기 위

한 방법으로서의 광학적 방법인 타원법의 기본

적인 내용과 응용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한다.

디스플레이 기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

되는 정보를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시각적

으로 나타내는 장치로 노트북, PC 모니터, 

스마트폰, 디지털 TV 등 다양한 시장들이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산업용, 의료용, 포

터블장치 등 응용 기기의 발달에 따라 신규 

시장이 끊임없이 개척되고 있다. 특히 유비

쿼터스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필요

하게 되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특

성의 다르기는 하지만, 가볍고, 전력소비 효

율이 높고, 얇고, 야외 시인성이 높고, 깨지

지 않고, 때로는 투명하고, 때로는 유연한 특

성을 가지는 미래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 높은 원가

경쟁력을 고려할 때 몇 년 동안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기기의 대세가 되

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얇고 가

볍고 깨지지 않는 장점을 살린 기존의 유리 

기판 기반의 디스플레이로는 적용이 불가능

한 영역에 대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기

술이 개발됨에 따라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

는 두루마리형 디스플레이가 시장에 출현할 

것으로 예견된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은 유연한 기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Roll-to-

Roll 공정을 기반으로 저가의 대면적 대량 생

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2. TFT(Thin Film Transistor)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or, FET)의 한 종류로 박막(Thin 

Film)의 형태로 되어 있다. 주로 액정 디스

플레이에 응용되고 있다. 반도체 활성 층

(Active Layer)으로 CdSe를 사용한 TFT는 

1949년에 발표되었으며, 1973년에 액정 디스

플레이(LCD)를 구동하는 예가 발표되었다. 

반도체에서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은 비정질

http://www.lgdisplay.com

http://blog.samsungdisplay.com

그림 2.  다양한 정보기기의 필요성은 새로운 디
스플레이의 출현을 가져 왔으며 최근에
는 투명 디스플레이와 플렉서블 디스플
레이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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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phous)막과 폴리(Poly-crystalline)

막이 있으며, 비정질 실리콘은 1979년에 영

국 댄디대학에서 개발되었고 이후에는 일본

을 중심으로 액정 디스플레이 용도로 활발하

게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다. 비정질 실리콘

와 폴리 실리콘의 TFT는 컬러 TFT-LCD에

서 넓게 응용되게 되었다.

박막 트랜지스터의 박막이라는 용어는 트

랜지스터를 구성하는 반도체층이나 게이

트 절연막, 전극, 보호 절연막 들이 진공 증

착이나 스퍼터링,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

학 증착법(플라즈마 CVD)으로 유리나 석

영같은 기판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서 유

래되었다. 게이트 단자의 배치 위치에 의하

여 Staggered형, Inverted Staggered형, 

Coplanar형, Inverted Coplanar형으로 크게 

4가지 종류 형태가 있다. Inverted형은 게이

트 단자가 서브 스트레이트 부분에 붙어 있

고, Staggered형은 채널층과 어긋난 축으

로 드레인 및 소스 단자가 추가되어 있으며, 

Coplanar형은 채널층 옆에 직접 붙일 수 있

는 형태로 드레인 및 소스 단자를 붙일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1]. 

현재 채널 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것은 수소화 비정질 실리콘(a-Si:H: 

Hydrogenated Amorphous Silicon)으로 비

교적 공정이 간단하고, 낮은 공정단가 및 대

면적 디스플레이용으로 제조에 용이하지만 

고속 동작을 요구하는 디스플레이 TFT 소자

로 적용하기에는 이동도1)가 1 cm2/V·s 이

하로 낮고 장기수명이 확보되지 않아 신뢰성 

그림 3.  절연층으로 SiO2와 질화막을 적용한 박
막 트랜지스터의 형태 (a) 절연층에 SiO2

를 이용한 박막 트랜지스터, (b) 절연층
에 질화막을 이용한 박막 트랜지스.

(a)

(b)

그림 4.  실리콘과 GaAs의 굴절률 그래프. 각 물
질마다 고유의 에너지 밴드 갭이 존재 한
다. (a) 실리콘(Si)의 굴절률(n, k) vs. 에
너지 그래프, (b) GaAs의 굴절률(n, k) 
vs. 에너지 그래프.

(a)

(b)

1)  이동도(Mobility) 고체물리학에서 특정한 형태의 하전입자가 전기장에 의해 고체물질 내를 이동하는 
정도. 외부에서 가해진 전기장(E)에 대한 전자의 표류 속도의 비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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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 문제가 있다. 폴리 실리콘 TFT의 경

우 높은 가격과 복잡한 공정, 박막의 균일성 

등이 좋지 않아 장기 신뢰성 확보 등에 문제

가 있다. 이외에 OLED 및 차세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TFT의 채널 층 후보로서 펜타

센(Pentacene) 등 다양한 유기물 반도체가 

연구되었으며, 이들을 적용한 TFT 소자의 이

동도 개선, 장기 신뢰성 확보 등에 많은 연구

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노력

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단 점을 쉽게 극복하

지 못하고 있다. 유기물 반도체 TFT는 이동

도는 최고 5 cm2/V·s에 이르나, TFT의 제

조 및 소자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

다 [2].

3. 투명 산화물 반도체

산화물 TFT의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화나 

도핑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 기판의 대형

화가 가능하다는 장

점과 동시에 10 cm2/

V·s 이상의 우수한 

이동도를 갖고 있으

며, 비정질 실리콘과 

폴리 실리콘의 장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

어 저온 공정이 가능

하다는 장점과 고속 

디스플레이 구동 회

로에 적합하다. 실리

콘이나 GaAs 같은 반

도체는 각각 1.11 eV

와 1.43 eV의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지고 있

는데 에너지 밴드 갭 

이상의 에너지를 가

지고 있는 가시광 영

역(Visible Light, 약 

380 nm~78 nm, 약 1.6 eV~3.1 eV)의 빛이 

비춰지면 가전자대(Valence Band)의 전자가 

전도대(Conduction Band)로 여기되는 현상

으로 빛 에너지가 흡수되고, 이로 인해 투과

광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산화물 

TFT의 경우는 3.1 eV 이상의 높은 에너지 

밴드 갭(Energy Band-gap; Eg)을 가지고 

있어 가시광 영역에 대한 흡수가 일어나지 

않고 투과되어 투명한 박막 제작이 용이하고 

낮은 누설 전류로 인하여 화소에 유리한 이

점을 가지고 있다 [3]. 산화물 TFT는 소비전

력을 비정질 실리콘 TFT 방식에 비해 대폭 

낮출 수 있는데다 오프 저항이 커 누설 전류

가 낮다. 전력 소비가 적어지면 배터리를 줄

일 수도 있어 디자인 자유도가 높아진다. 또

한 전자의 이동도가 높다. 터치 스크린 패널

(Touch Screen Panel, TSP)의 정밀도를 높

이는 데에도 산화물 반도체 TFT가 효과적이

다. 일반적으로 비정질 실리콘 TFT 회로에

서는 미약한 전기 노이즈가 발생해 터치 센

서 인식을 방해하지만 산화물 반도체 방식은 

그림 5.  실리콘과 같은 공유 결합 반도체는 방향성이 높은 sp3-
orbital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정질 상태가 되면 공유결합 
분자들의 편극현상에 의해 자유전자 수송에서의 이동도가 
급격히 저하된다. 이에 비해 이온 결합을 가진 산화물 반
도체인 경우 금속 양이온들이 등방성의 s-orbital로 크게 
중첩되어 있어 비정질에서도 이동도가 민감하게 변하지 않
아, 비정질 상태에서도 높은 이동도를 나타낸다. (a) 공유 
결합 반도체, (b) 이온 결합 산화물 반도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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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구동이 가능해 노이즈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비가 적어 생산 원가도 

낮출 수 있다. 

금속성 산화물은 금속 양이온과 산소 음이

온이 이온 결합한 화합물로 주 캐리어는 전

자로서 n-type이다. 화합물의 전기적 성질

을 좌우하는 것은 산소의 원자의 빈 격자점

(Vacancy)과 공정 중에 도핑 된 수소 원자이

다. 고체내의 빈 격자점은 고체의 전기적, 광

학적 성질을 변화시키는데, 대표적인 산화

물 반도체인 InGaZnO(IGZO)의 경우 반도

체를 구성하는 금속 인듐(In), 갈륨(Ga), 아

연(Zn) 중에서 산소와의 결합력이 가장 약

한 In의 조성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산소 

빈 격자점 형성이 용이하며 이는 반도체내

의 캐리어 농도를 증가시킨다. 산화물 반도

체가 비정질 상태에서

도 큰 이동도 특성을 

보이는 것은 전도대 

(Conduction Band)의 

주된 구성요소가 금속

의 s-orbital이어서 결

합각 (Bond Angle)의 

의존성을 덜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

다 [4]. 금속성 산화 

화합물은 투명 전도성 

산화물(Transparent 

Conductive Oxide, 

TCO), 투명 반도전성 

산화물(Transparent 

S em i c o n du c t i n g 

Oxide, TSO)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TCO은 높은 전기 전

도도2)를 갖는 동시에 

가시광 또는 적외선 영역에서 빛을 투과하

는 성질을 가진 소재를 말한다. ITO(Indium 

Tin Oxide), ZnO:Al(Aluminum-doped Zinc 

Oxide), In2O3(Indium Oxide) 등이 있다. 처

음 등장한 TCO는 CdO 박막으로서 황색을 

띠고 있었고 전도도는 103 S/cm이었는데, 그 

후 투명성과 전도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

졌다. 전기적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도

성이 필요하며, LCD에서처럼 화상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태양전지에서 빛을 소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투광성이 필요하다. 투명 

전극재료로 사용되려면 우선 가시광 영역에

서 80% 정도 이상의 광 투과도를 가지며 높

은 전지 전도도를 자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UV 대역에 밴드 갭이 존재하는 즉, 에너

지 밴드 갭이 3.3 eV 이상으로 가시광선 영

그림 6.  최근 일본 연구진이 구동에 성공한 고온 어닐링이 필요 
없는 π-결합 금 나노입자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a) 종이 
위에 프린트된 OTFT(Organic Thin Film Transistor)이 구
조도, (b) 종이 기판 위에 잉크젯으로 프린팅된 OTFT, (c) 
프린트된 OTFT의 광학 현미경 이미지, (d) 확대한 광학 현
미경 이미지. 

2)  전도도(Conductivity) 또는 비저항은 물질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비저
항의 역수다. 전도율과 유사한 값이나, 크기 변수인 전도율과 달리 세기 변수이다. 즉, 물체의 크기
나 모양에 관계없는, 물질 고유의 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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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일부 반사이외에 막 자체의 흡수 없이 

모두 투과시켜야 한다. 금속의 경우 전기전

도도는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 높은 값이 

구현되지만 에너지 밴드 갭이 좁아 광선을 

흡수하여 불투명하다. 

TSO는 트랜지스터 구조로 게이트 전극 등

을 이용하여 도전성을 제어할 수 있는 소

재를 의미하며 ZnO가 대표적이다. 공핍층

(Depletion Layer)이 있으며 통상적인 캐리

어 농도 1018 cm-3이다 [5]. ZnO 단결정에

서 이동도는 포논(Phonon) 산란이 제한요

소이며 최대 220 cm2/V·s를 보여준다. 박

막에서는 입자 경계(Grain Boundary) 산란

이 이동도를 제한할 수 있다. 수십 nm 두께

의 IGZO(InGaZnO4) 채널 층에서는 10 cm2/

V·s 이상의 이동도를 보여주었다.

초창기 투명 산화물 TFT 연구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였다. 투명 산화물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은 태양전지 분야 응용에 치

중하였고 일본은 디스플레이 분야 응용에 

치중하였다. 투명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TFT는 2003년 ZnO를 이용한 투명한 TFT

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구체화되었으

며, 현재 다양한 물질의 재료들이 TFT 채널 

층 적용을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TFT 소

자에서 채널 층을 형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Sputtering, 

CVD 그리고 ALD 등을 이용한 진공증착방

법이 있는데 장점은 뛰어난 막질의 확보가 

가능하나 복잡한 공정과 대면적화에 어려움

이 있으며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다

른 방법으로는 잉크젯 프린팅, 스핀코팅 등

의 용액공정이다. 용액공정은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면적화에 유리하다. 용액 

공정을 이용한 TFT의 제작은 용액의 농도, 

비율 등을 조절하여 진공 공정에 비해 간단

하게 제작할 수 있어 연구 필요성이 높은 분

야이다.

최근 일본 연구진은 나노입자 잉크가 플

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수 있는 좋

은 방법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6]. 일

본 연구진은 고온 어닐링 없이 프린팅하였

다. 지금까지 개발된 나노입자 잉크는 어닐

링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기판에만 적용할 수 있어, 플렉서

블 플라스틱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번 연구는 π-결합 금 나노입자로 유기 박

막 트랜지스터를 상온에서 프린팅 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본 국립 재료 과학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와 오카야마 대학(Okayama University)의 

연구진은 상온 프린팅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나노입자 잉크를 개발했다. 이 연구

는 상온 프린팅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열처

리 과정 없이 상온에서 프린팅하여 TFT 제

작하였다. 전극 재료로 사용된 π-결합 금 

나노입자가 전도성 금속 층의 상온 증착을 

가능하게 하였다. 연구진은 전하 전달을 할 

수 있는 평면 방향족 분자로 둘러싸여진 나

노입자를 개발함으로써 나노입자들을 안

정화 시키는데 필요하지만 최종 열처리에

서 제거되는 비-전도성 리간드 분자들 없

이 나노입자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발견했

다. 금 나노입자는 순수한 금과 유사한 약 

9 × 10-6 Ω cm의 저항을 가진다. 연구진

은 상온에서 유연한 폴리머와 종이 기판 위

에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를 프린트하기 위

해서 나노입자 잉크를 사용했고, 폴리머와 

종이에 각각 7.9 cm2/V·s와 2.5 cm2/V·s

의 이동도를 가진 TFT를 제작했다. 이번 연

구진은 이 상온 프린팅 프로세스가 차세대 

반도체 장치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유망하

다고 전했다. 

4. 타원법(Ellipsometry)

반도체 산업이나 박막 관련 분야에서 박막

의 두께, 굴절률, 물질의 조성비 등을 알아

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박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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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AES(Auger Electron 

Spectroscopy), 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XPS(X-ray Photoelectron 

Sp e c t r o s c opy ) ,  UPS (U l t r av i o l e t 

Photoelectron Spectroscopy), XRD(X-ray 

Diffraction),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XTEM(Cross-sectional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TM(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AFM(Atom ic  Forc e  M ic ro s copy ) , 

SE(Spectroscopic Ellipsometery)등의 표면 

및 박막 분석 장비들이 사용되어 왔다 [7]. 

이들 측정 기술 중 타원법은 반사광의 편

광상태가 물질의 광학적 성질과 층의 두께 

등에 의하여 달라진다는 사실이 약 120여 년 

전에 드루드(Drude)에 의해 알려진 이래, 타

원법(Ellipsometry)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몇 가지 빛을 이용하는 고유한 장점으로 박

막이나 시료를 파괴하거나 손상 없이 박막 

및 표면분석 장비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빛

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반사, 굴절, 간섭 

그리고 회절등 파동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

성을 가지고 있다. 타원법은 빛의 파동성 중

에서 특히 편광상태의 제어 및 측정에 기초

하고 있다. 빛은 물질의 표면에서 반사하면, 

그 편광상태가 변한다. 이 편광상태를 분석

함으로써 물질의 광학적 특성을 알아 낼 수 

있다.

편광상태의 변화를 입사면에 대하여 나란

하게 진동하는 p파의 반사계수 rp와 수직으

로 진동하는 s파의 반사계수 rs의 비로 나타

낼 수 있다. p파와 s파에 경계조건을 적용하

여 프레넬 반사계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는 

박막이 존재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데 박막

이 있는 경우 p파와 s파의 반사 계수와 박막 

내부에서 나타나는 다중 반사를 이용하여 아

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타원법을 이용하여 측정 및 분석하는 

장비를 타원계(Ellipsometer)라고 부르

는데 타원계는 파장을 기준으로 분류하

면 여러 파장에서 측정하는 분광 타원계

(Spectroscopic Ellipsometer, SE)와 하나

의 파장만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단파장 타

원계(Single Wavelength Ellipsometer, 

SWE)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타원계를 구성하는 방법은 100여 가지

가 넘는데 이는 타원법 자체가 빛의 편광

을 제어,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

1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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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cos
cos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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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E n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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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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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1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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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사면과 나란하게 진동하는 전기장이 
반사될 경우를 나타나는 반사계수 수식.

(b) 입사면과 수직하게 진동하는 전기장이 
반사될 경우를 나타나는 반사계수 수식.

그림 7.  매질/박막/기층으로 구성된 3상계에서 
박막 내의 다중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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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각각의 실험에 맞춰 편광을 제어하

고 측정, 분석하는 방법이 모두 편광계 혹

은 타원계라 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100여 가지가 넘는 방법들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지만 최근 상용

화 되어 판매되는 회전 편광자(Rotating 

Polarizer, RP), 회전 위상지연자(Rotating 

Compensator, RC), 위상 변조기(Phase 

Modulator)방식의 타원계의 경우 각각의 

방법에 의해 나타나는 단점을 극복하여 제

작 판매되고 있다. 분광 타원계(SE)의 분

광능력에 따르는 많은 양의 정보를 사용하

여 표면 및 다층박막에 관한 정량적인 분

석이 이루어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여 

깊이 윤곽(Depth Profile)을 구하는 연구

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유전체 물질뿐만 아니라 금속이나 일부 반

도체 박막과 같이 전체 측정파장 대역에서 

빛을 흡수하는 경우에도 복소 굴절률을 적당

한 분산 관계식으로 표현하여 분산계수들과 

박막구조들을 동시에 결정하거나 다른 방법

으로 결정된 박막의 표면 거칠기 또는 표면 

산화층의 구조를 결정한 후 분광 타원 데이

터들을 역방 계산하여 미지 박막물질의 복소 

굴절률과 다층 박막 구조를 결정하는 연구들

이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SE에서 측정

된 타원상수 데이터를 모델링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박막 혹은 소재의 굴절률, 두께, 박

막 구조 등의 정보를 얻는데, 이 방법은 오차

함수(Error Function)3)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박막구조나 굴절률 등의 광학상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모델링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미지상수는 

박막의 두께, 구성성분의 조성비와 거시구

조 등이지만 미지 구성성분의 광학상수(복소 

굴절률, Complex Refractive Index, n+ik)

를 결정할 수 도 있다. 이 방법은 미지 구성

물질의 광학상수를 분산관계식(Dispersion 

Equation)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많이 사

용하는데 미지 박막구조와 광학상수를 동시

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광학상수를 나타내는 분산 관계식은 물질의 

광흡수 여부에 따라 투명물질(k=0)인 경우

는 Cauchy 분산 관계식이나 Sellmeier 분산 

관계식 등을 사용하며 광흡수물질인 경우는 

그림 8.  타원계는 기본적으로 광원, 편광자, 시
료, 검광자 그리고 광 검출기 등 다섯 가
지 부분으로 구성되며 타원계를 구동 시
키는 100여 가지의 방법 중 가장 간단
하면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회
전 편광자 방식의 타원계이다. (a) 타원
계의 기본 개념도, 광원(L), 편광자(P), 
시료(S), 검광자(A), 광 검출기(D), (b) 
Ellipsotechnology社의 회전 편광자 방식
의 분광 타원계.

(a)

(b)

3)  오차함수(Error Function) : 
2

0 1 1 0
1

( , , , , ,...) ,
M

m c m
i i i

i
F n n dρ ρ φ λ ρ

=

= −∑ 은 i번째 측정값 그리고 c
iρ 은 주

어진 박막구조 및 광학상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i번째의 계산값이며 M은 측정치의 개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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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tz 진동자 분산 관계식이나 양자역학적 

진동자 분산 관계식, Tauc-Lorentz 분산 관

계식들을 많이 사용한다. 어느 분산 관계식

을 사용하더라도 미지성분의 광학상수는 분

산 관계식의 몇 개의 상수로서 나타낼 수가 

있으며 이들 상수를 모델링 과정을 통해 결

정하게 된다. 

◎  SE를 활용한 분석 예 1 : 투명 기판인 

PET 위에 나노 사이즈의 Silica 입자를 

부착하여 낮은 굴절률을 갖는 박막을 만

들기 위한 시료를 SE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PET 기판에 Silica 입자가 바로 부

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치밀한 SiO2 박막

(Layer01)을 성장시키고, 그 위에 Silica 

입자를 성기게 부착하였다. Silica 입자

를 성기게 분포시켰기 때문에 TEM 이미

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 

빈 공간이 존재하는 형태로 형성되었으

며 이는 Layer02와 Layer03에서 Air(굴

절률 ≅ 1.0)의 분포가 약 46%~66% 존재

하는 층으로 표현되었다.

◎  SE를 활용한 분석 예 2 : GaN Wafer를 

만들기 위해 결정질 실리콘 기판 위에 

AlN를 올리고 그 위에 AlGaN층을 올린 

후 AlN과 GaN층을 다층으로 형성한 시

료를 SE로 측정한 후 각 층의 두께와 굴

절률 및 조밀도를 분석하였다.

        SE를 활용한 분석 예 1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SE로 대표되는 타원법은 미

지 박막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층 박막의 

구조 및 두께 등을 얻는 등 반도체, 광학 

코팅, 평판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박막을 연구하는 분야에 적

용 가능한 광학적인 방법이다.

Unit : nm

Ambient Air

Layer03 SiO2(33.71%)+Air(66.29%) 38.1

Layer02 SiO2(53.09%)+Air(46.91%) 52.8

Layer01 SiO2(101.85%)+Air(-1.85%) 35.4

Substrate PET

그림 9.  SE를 활용한 분석 예 1 : 투명 기판인 
PET 위에 나노 사이즈의 Silica 입자의 
두께 및 구조 분석. 그림 10.  SE를 활용한 분석 예 2 : GaN Wafer

를 만들기 위한 다층 구조 시료의 분석.

1137.9 nm

35.2 nm

1110.5 nm

23.3 nm

476.0 nm

286.1 nm

177.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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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화물 반도체와 SE를 
이용한 분석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SE는 산화물 반

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박막의 굴절률과 두

께, 구조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SE는 광학적 방법을 이용한 장비이기 때문

에 시료의 파손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얻어진 결과는 여타 다른 방법과 비

교해도 신뢰성이 매우 높다.

결정질 실리콘 기판 위에 올라간 IGZO 산

화물 반도체를 SE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Tauc-Lorentz 분산 관계식과 기준 데이터

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TEM 이미지상의 

두께는 64.5 nm이나 SE 분석 결과는 66.3 

nm 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TEM으로 측정한 위치와 SE로 측정한 위치 

간의 편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TEM 측정의 경우 두께 측정을 위해 시료를 

파손 하여야 하지만 SE는 시료 파손 없이 

IGZO 시료의 두께와 복소 굴절률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LCD 패널에 잉크젯을 이용하여 투명 물

질을 코팅하고 이를 SE로 측정하였다. 가

시광 영역의 결과는 LCD 패널의 패턴에 

의한 산란과 다른 여러 박막들에 의한 두

께로 매우 빠른 오실레이션 형태의 측정 

결과를 보이고 있어 잉크젯의 양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UV 대역

의 측정값을 보면 잉크젯의 양에 따라 측

정값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UV 대역의 측정값을 평균하여 

표시해 보면 잉크젯의 양에 따라 단조 증

가하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측정 결

과를 모델링으로 분석 하기는 어렵을 경우

에도 측정값 자체의 변화로 물질량을 예측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그림 12(b))라 

할 수 있다. 잉크젯으로 도포된 양에 따라 

측정된 타원 상수를 모델링을 통해 분석해 

보면 약 40 nm~60 nm 정도의 두께가 나

온다.

6. 결 론

인터넷, 모바일 등 여러 통신기기의 발달

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를 연결해 주

그림 11.  결정질 실리콘 기판 위에 올라간 IGZO 
산화물 반도체를 SE를 이용한 측정 분
석 결과. c-Si 기판 위의 자연 산화막
(Native Oxide)의 두께와 함께 IGZO의 
두께와 복소 굴절률을 얻었다. (a) 결정
질 실리콘 기판 위의 IGZO박막의 TEM 
이미지, (b) SE로 측정된 IGZO/c-Si 시
료의 타원 상수, (c) Tauc-Lorentz 분산 
관계식과 모델링 과정을 통해 분석된 최
종 결과.

(a)

(b)

Ambient Air(100%)+(0%) 0.000

Layer 02 TL(100%)+Air(0%) 66.268

Layer 01 SiO2(100%)+Air(0%) 1.764

Sub C-Si_uv(100%)+Air(0%) 0.0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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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에 

있어서,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TFT는 별

도의 결정화나 도핑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

고 기판의 대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높

은 이동도를 갖고 있기에 비정질 실리콘과 

폴리 실리콘으로 구성되는 여러 TFT를 대체

할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리 

기판에 한정되던 디스플레이 영역이 플렉서

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깨지지 않

는 디스플레이, 두루마리 디스플레이, 전자 

종이 등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었던 꿈의 디스플레이가 현실화되어 가

는 중이다. 타원법은 편광을 이용한 방법으

로 박막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 중

에 하나로서 ZnO, SnO2, ITO, ZTO, IGZO 

등 산화물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다른 반도체, 광학코팅 등 다양한 박막

을 연구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사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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