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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Display용 인쇄 Backplane 
TFT 개발 동향 및 전망

1. 서 론

최근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기기 보급률

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활용 범위 또한 점

차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다양한 수요

에 맞추어 모바일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시키

고자 경량성, 내구성, 휴대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는 flexible display 연구 개발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현

재 flexible display의 1차 단계라 할 수 있는 

curve display는 상용 제품으로 나오고 있으

며 다수의 국제 박람회에서는 flexible display

가 적용된 기기들을 시연 중에 있다. 이런 기

기들은 향후 5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

로 관련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Display는 크게 

표시부 (front panel)과 구동부 (backplane)

로 구성되며 flexible display 구현하기 위해

서는 이 모든 부분이 유연한 형태로 제작되

어야하고, 특히 backplane의 경우 다양한 형

태 변화에서도 표시부를 정확하고 안정적으

로 구동시킬 수 있게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

다. Backplane은 능동형 (active matrix) 구

동을 위해 수많은 TFT와 회로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특히 flexible display를 구현하

는 데에는 고도의 정교한 기술들을 요하게 된

다. 기본적으로 flexible display용 backplane 

TFT 제작에는 크게 진공공정과 최근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용액공정으로 나누어진다. 진공

공정의 경우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공

정방법으로 실리콘 또는 산화물 기반의 재료

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이는 재료적으로 실리콘 또는 산화물들이 아

주 우수한 TFT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

으며 비교적 대면적 공정도 가능하여 산업적

으로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공정의 특성상 제작 조건이 매우 까다

롭고 유연기판의 조작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

라 flexible display 제작에 적용되기에 한계

가 있다. 이와 다르게 용액공정 기반의 TFT 

제작은 인쇄가 가능하므로 연속적으로 대면적

에 공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판의 제약 또

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쇄

공정을 통한 flexible display 제작이 가장 적

합한 공정방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여러 장점 

중 용액을 이용한 인쇄공정의 경우 연속적 인

쇄가 가능하며 roll to roll, ink-jet printing

과 같은 인쇄기술 개발이 발전되고 있어 실

제 산업 적용 가능성을 평가받고 상용화를 위

한 일련의 단계를 밟고 있다. 또한, 인쇄기반

의 공정은 flexible display 제조 측면에서 기

존 진공공정에 비하여 특수한 공정 공간 (고

진공)을 요하지 않아 비교적 장비나 환경의 

영향 없이 손쉽게 공정이 가능하여 공정비용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공정으

로 기대하고 있다. 본 기고서에서는 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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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에 적용되기 위해 현재 연구 개발되

는 backplane TFT 기술 중 인쇄공정으로 제

작된 backplane TFT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표 1은 현재 flexible display의 backplane 

TFT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대표 4가지 

TFT에 대한 비교 자료이다. 표 1에서 보듯

이 용액공정이 가능한 TFT는 금속산화물 

(Metal Oxide Semiconductor)과 유기반도

체 (Organic semiconductor)를 이용한 TFT 

(Thin Film Transistor)이다. 이중 OTFT 

(Organic thin film transistor)는 1977년 이

후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으며 [1] 

낮은 공정 온도 (<150℃)로 구동하는 TFT제

작이 가능하여 다수의 유연기판으로 사용되

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에 적합한 소자로 주

목 받고 있다. 또한, 용액으로 사용할 수 있

는 반도체 재료 중 여타 재료에 비해 반응 안

정성 및 인쇄 공정성이 비교적 우수다. 하

지만 OTFT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여타 반도

체에 비하여 낮은 이동도를 갖고 있어 한계

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발전시키기 위

한 연구가 시급하다. MOS TFT의 경우에는 

OTFT에 비하여 높은 이동도를 보이고 있지

만 공정온도가 비교적 높아 (>400℃) 플라스

틱 기판과 같은 유연기판에 공정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캠브리지대학 캐빈디

쉬 연구소에 H. Sirringhaus 교수팀이나 노

스웨스턴 대학의 Tobin Marks & Antonio 

Facchetti 교수팀이 각각 250℃ 정도의 비교

적 낮은 온도에서 공정되면서 10 cm2/Vs 정

도의 높은 이동도를 보여주는 새로운 MOS 

TFT를 보고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2,3]. 본론에서는 우선 backplane TFT 

제작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인쇄기술에 대

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이어서 인쇄기술로 

제작된 backplane TFT의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서 OTFT와 metal oxide TFT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인쇄기술을 이용한 
TFT 제작 공정

기본적인 backplane용 TFT 제작공정은 다

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제작되게 된다 (Top-

Gate Bottom-Contact device).

1. Source/drain 전극 형성

2. 반도체 박막 도포

3. 절연체 박막 도포

4. 게이트 전극 형성

위 에 서  언 급 한  공 정 순 서 는  약 식 의 

backplane용 TFT제작 방법이며 세부적인 사

항들은 display 사양에 따라 인쇄 방법 및 추

가 공정이 요구되게 된다. 예를 들어 구동

에 필요한 전류량에 따라 source/drain 전

극의 간격 또는 넓이가 달라지며 구동 위치

에 따라 복잡한 배선들의 연결을 위한 부분

적 인쇄 또는 전면인쇄 등 다양한 인쇄기술

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flexible display용 

backplane TFT 인쇄 공정들에 대하여 자세

히 설명하고자 한다.

표 1.  Flexible display에 사용가능한 TFT의 
비교.

TFT종류 a-Si TFT
poly-Si 

TFT
Metal 

Oxide TFT
OTFT

반도체
무정형
실리콘

다결정
실리콘

금속
산화물

유기
반도체

uniformity Good Poor Fair Fair

mobility 1 cm2/V·s
100 cm2/

V·s
10~50 

cm2/V·s
1~10 

cm2/V·s

stability
△Vth
<20 V

△Vth
<0.5 V

△Vth
<5 V

△Vth
<5 V

TFT Type PMOS CMOS NMOS CMOS

용액
공정성

X X △ O

Merits
낮은가격
대면적화

높은
이동도

높은
이동도

용액공정
용이

Weakness
낮은

이동도

높은 가격,
높은 공정

온도
불균일성

높은 가격, 
높은 공정

온도

낮은 
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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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ource/drain 전극 형성 인쇄공정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TFT-LCD (liquid 

crystal display)의 픽셀 간 간격은 약 

200 um 정도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TFT 

source/drain 사양은 그 간격이 6~8 um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미세 패턴을 인쇄

공정을 통해 실현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정이다. 지금까지 전도

성 용액을 이용한 다양한 인쇄 기법들이 있

으나 복잡하고 미세한 패턴 형성에는 몇몇 

기술들이 가능함을 보고하고 있다. 다음으

로는 이런 미세 패턴과 선택적인 인쇄가 가

능한 인쇄공정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2.1.1 Gravure 인쇄를 통한 전극형성 방법

최근 2013년 Nano letters에 보고된 연

구 결과에서는 TFT 전체 제작 공정을 모두 

gravure 인쇄 공정을 통해 성공했으며 제작

된 TFT의 성능은 4 cm2/Vs 정도로 보고하였

다 [4]. 그림 1에서 보듯이 source/drain 전

극 소재는 silver nanoparticle ink이며 20 

× 20 cm 기판에 source/drain 전극이 균일

하게 인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사용된 소재들을 살펴보면 source/

drain과 게이트 전극은 silver nanoparticle 

잉크, 반도체는 CNT 잉크, 절연체는 barium 

titanate nanoparticle과 PMMA가 혼합된 잉

크로 TFT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인쇄로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source/drain 

및 게이트 전극의 경우 인쇄 영역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한 인쇄가 가능함을 보여준 점이 

주목할 만하겠다.

이렇게 제작된 TFT 소자는 그림 2에서 보

듯이 밴딩 상태에서도 구동 시 큰 편차가 없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종 결론에서 전체 인쇄공정으로 제작된 

TFT의 성능이 ~9 cm2/Vs 이동도를 갖는 고

성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대면적의 

TFT array까지 성공시킴으로써 인쇄 방법을 

통한 TFT 제작 전 공정이 가능하고 active 

matrix backplane 구현 또한 가능함을 강조

하고 있다.

그림 1.  gravure printed TFT 20 x 20 cm 
array.

그림 2.  gravure 인쇄를 통해 제작된 TFT 소자
의 bending에 따른 소자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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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Selt-aligned inkjet printing

2007년 Cambridge Cavendish 연구소의 

Noh et al.에서 ink-jet 프린터를 이용하여 

50 nm ~ 400 nm 초고해상도 source/drain 

형성방법을 nature nanotechnology에 보고 

하였고 [5], 이 방법의 경우 전도성 잉크를 

인쇄할 때 초기 프린팅한 전극의 표면 에너

지를 조절하여 다음 인쇄되는 전도성 라인을 

겹쳐 인쇄하더라도 dewetting으로 미끄러지

면서 라인 간의 미세 간격을 형성하는 방법

이다 (그림 3(a)).

이 때 라인 간 간격은 드랍되는 잉크의 반

발력, 잉크용매의 증발 속도 등에 따라서 50 

nm에서 400 nm까지 조절 가능하게 된다 

(그림 3(b),(c)). 

또한, self-aligned printing을 통해 넓은 

면적을 프린팅하고 8,000개의 channel을 동

시에 형성한 결과에서도 균일한 전극을 얻었

음을 보고했다. 이 때 사용되는 전도성 잉크

는 전도성 고분자 또는 metal nanoparticle 

잉크 등이 있으며 표면처리에 따라 인쇄 해

상도가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인쇄 전극들은 전극 형성의 목적

상 높은 전도도를 가져야하며 용액화가 가능

하고 전극 형성 후에는 유연한 상황에서 쉽

게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대표적 재료들은 

m-CNT 또는 PEDOT:PSS와 같은 전도성 고

분자 등을 들 수 있다.

2.2 인쇄를 통한 반도체 박막 형성

반도체 박막은 TFT 소자에서 성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며 일차적으로는 

재료에서 기인한 원인과 이차적으로 박막 형

성 방법에 따라 매우 다른 성능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용액공정이 가

능한 유기물 재료와 무기물 재료에 관하여 

보고하겠다. 이러한 재료들의 박막형성에는 

기존 증착공정과 잉크를 이용한 인쇄공정으

로 크게 나뉘어 있으며 특히 인쇄 공정의 경

우 ink-jet, slot die, gravure 등 다양한 접

근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 모든 인쇄공

정의 공통점은 기판과 접촉이 없는 비접촉식 

인쇄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ink-jet 인쇄 방법의 경우 고

정밀 인쇄가 가능하고 선택적 인쇄가 가능하

여 재료의 소모량 또한,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jetting에 따른 잉크의 결정유

도나 n-, p-형 반도체의 복합적 인쇄를 통

한 회로 구성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여 인

쇄공정에 필요한 많은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다. 최근 2014년 Kateeva사에서는 실제 

OLED용 대면적 인쇄 장비를 (그림 4) 제작

하였고, 이를 통해 양산장비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 다른 방법으로 transfer 또는 micro-

contact 인쇄 방법이 있으며 자유로운 인쇄

에 있어 제약이 있지만 관련 연구소에서는 

이런 다양한 인쇄 방법들도 시도되고 있다.

그림 3.  (a) Self-aligned inkjet printing 기술 
모식도, (b) AFM 이미지, (c) 300nm 미
세 패턴의 SEM 이미지, (d) 대면적 self-
alined을 통한 8,000개의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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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쇄 OTFT 연구동향 

유기박막트랜지스터 (OTFT)는 유기 반

도체 물질을 이용하여 반도체층을 형성하

며 유기물의 분자량에 따라 단분자 유기반

도체와 고분자 반도체 물질로 구분한다. 초

기 단분자 유기반도체의 경우 물질구조의 특

성상 유기용매에 용해되지 않아 진공챔버에

서 thermal evaporation을 통해 박막을 형

성하는 방법들이 발전해왔으나 인쇄 분야의 

발전에 맞추어 합성에서부터 분자구조를 유

기용매에 녹기 용이한 구조로 합성하기 시

작하였다. 대표적인 물질들로는 반도체 특

성이 p-type인 dif-TES-ADT와 n-type인 

PTCDI-CN2를 들 수 있다. 이들 단분자들은 

1~5 cm2/Vs의 높은 이동도를 고분자에 비

해 앞서 도달하며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단분자를 잉크로 만들어 인쇄할 경우 

점도가 낮아 균일한 필름을 만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층구조가 필요한 소자구조에

서는 그 위에 추가적인 적층이 어려운 단점

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소자의 성능을 균일

하게 얻기 힘들고, 추가적인 처리공정이 필

요한 것이 단점이다. 반면 고분자 반도체 물

질은 다양한 용매에 잘 녹고 단분자에 비해 

인쇄 시 균일한 필름과 성능을 확보하는 데 

장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단분자의 성능을 뛰

어넘는 이동도 5~10 cm2/Vs인 고성능의 재

료들이 발표되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은 것

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유기반도체 물질은 공통적으로 Si 

바탕의 무기 반도체 물질에 비하여 주변 환

경에 따라 성능저하가 급격히 일어나며 turn 

on voltage, thleshold voltage 등 구동에 있

어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크게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파라메터는 소자의 안

정성과 성능 저하에 연과되어 나타나며 고성

능의 안정한 OTFT 제작에 있어 그 해결 방

안을 찾은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다음에서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

개하고자 한다. 

3.1  Bar-coating 공정을 통한 대면적 인쇄 
OTFT 제작

유기반도체를 이용한 bar-coating 방법

은 2013년 advanced materials 25권에 보

고되었으며 반도체와 절연체를 모두 Bar-

coating으로 인쇄하여 ~2.5 cm2/Vs의 고 

이동도를 얻었다. 최종적으로 ~25 KHz 속

도의 회로까지 제작하였다 [6]. 

그림 5에서 보듯이 Bar-coating 인쇄 방법

은 wire가 감겨있는 bar를 이용하여 아주 간

단하게 잉크상태인 반도체 및 절연체들을 인

그림 4.  Kateeva Inkjet Printers for flexible & 
large-size OLEDs (출처 http://news.
oled-display.net).

그림 5.  Wire bar를 이용한 반도체 박막인쇄 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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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bar의 속도와 잉크의 농도에 따라 

박막의 두께를 조절하였는데 이렇게 조절된 

박막은 기존 spin-coating 한 박막에 비해 

아주 균일할 뿐만 아니라 (rms = 0.573 nm) 

10 nm에서 500 nm까지 수십 nm에서 수백 

nm까지의 두께를 자유롭게 인쇄 가능한 것

으로 나와 있다. 추가적으로 유기반도체의 

성능은 반도체 재료의 결정도가 크게 좌우하

는데 이는 반도체 재료의 분자-분자 간의 거

리가 가까워져 mobile charge의 이동이 원활

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며, 특히 이러한 결정

도 변화는 잉크의 용매 증발 과정에 따라 달

라진다. bar-coating의 경우 아주 자연스럽

게 bar의 이동방향으로 잉크 용매의 증발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높은 결정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림 4의 spin-coating 박막과 

bar-coating 박막 비교 AFM 이미지를 보면 

bar-coating 박막에서 뚜렷한 결정이 확인

됨을 알 수 있다. 

최종 결과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 1,296개

의 OTFT를 ~2.5 cm2/Vs의 이동도를 대면적

으로 얻었을 뿐 아니라 invertor와 5 stage 

ring oscillator를 구

현하였다.

기존 spin-coating 

은 고속의 회전을 이

용하는 인쇄 방법으

로 대면적 기판을 사

용함에 한계가 있었고 

단일 노즐을 이용한 

ink-jet 인쇄의 경우 

고해상도의 인쇄는 가

능하지만 대면적 인쇄 

시 느린 인쇄 속도가 

단점으로 지적되었지

만 bar-coating의 경

우 초 당 최소 10 mm 

씩 인쇄가 가능할 뿐 

아니라 연속적으로 기

판이 공급될 경우 연속인쇄가 가능하기에 대

면적의 박막인쇄와 연속 인쇄공정에 매우 적

합한 인쇄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3.2  blending 절연체를 통한 고성능 인쇄 
OTFT 제작

2012년 Noh et al., Adv. Mater.지에 보

고된 high-K 절연체를 통한 OTFT 성능향

상 방법 [7]에서는 기존 성능이 낮은 반도체

를 높은 유전율을 갖는 절연체를 사용함으로

써 반도체의 p-type 성능을 100배까지 극단

적으로 증가 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high-K 절연체인 

PVDF-TrFE (그림 7(a))를 단독으로 사용

할 경우 강한 ferroelectric 특성으로 TFT

소자 구동 시 큰 hysteresis 특성을 보이지

만 소량의 PMMA와 혼합함으로써 절연체

의 capacitance 손실은 최소화하고 PVDF-

TrFE의 ferroelectric 특성을 나타나지 않

게 함으로써 mobile charge의 양을 늘리고 

hysteresis가 없는 소자구동이 가능함을 보

고하였다. 

그림 6.  spin-coating과 bar-coating 비교 결과 (a), (b)는 AFM 
표면 분석결과, (c) uv absorbance 비교, (d) 농도와 bar 
인쇄 속도에 따른 두께 변화, (e) 표면 거칠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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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쇄공정을 통하여 제작되는 OTFT의 

낮은 이동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고성능의 인쇄 가능한 절연막을 제시함으로

써 기존의 반도체들도 이 방법을 통해 기존

의 성능보다 최대 p-type의 특성을 100배까

지 증대시킬 수 있기에 범용적으로 사용 가

능한 OTFT 성능향상 방법이라 하겠다.

추가적으로 절연체를 부분적으로 인쇄함

으로써 특정 채널의 p-type 특성을 증가시

켜 n-, p- 성능을 균형있게 조절함으로써 

R.O(ring oscillator)와 같은 회로 구현함으

로써 부분적 인쇄기술을 통한 소자성능 향상 

방법을 소개하였고 이는 인쇄기술의 공정성

에 대한 대표적 장점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

겠다.

3.3 Doping에 통한 OTFT 안정성 향상

고성능의 다양한 반도체 재료들이 발표됨

에도 불구하고 무기물 바탕의 재료들에 비해 

그 안정성이 매우 낮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인쇄 OTFT에서는 큰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

그림 8.  절연체 혼합 비율에 따른 OTFT 소자 성
능 변화.

그림 7.  (a) N2200, PMMA, PS, PVDF-TrFE의 
물질구조, (b) 잉크젯 인쇄를 통한 N2200 
반도체 박막형성 이미지 (c) Top-gate/
bottom contact OTFT 구조.

그림 9.  (a) [60]PCBM, C60, [70]PCBM, C70, 
ICBA, N-DMBI 물질구조, (b) Bottom-
gate/top-contact OTFT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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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 doping을 통해 재료의 안정성을 확보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Doping 

공정은 특정 물질을 추가함으로써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mobile charge를 생성하거나 trap site를 매

워 줌으로써 이동도 증가 또는 charge의 소

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Doping 

사용되는 dopant는 적용하려는 반도체 재료

의 에너지 준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하게 

된다.

2014년 Thomas D. Anthopoulos group

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n-type의 반도체에 

dopant를 이용하여 이동도와 안정성을 향상

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8]. 이 실험

에서 사용된 n-type 반도체는 [60]PCBM, 

C60, [70]PCBM, C70이며 dopant로는 

N-DMBI를 사용하였고 반도체와 dopant를 

잉크상태로 혼합 인쇄하여 OTFT 성능을 평

가하였다 (그림 9). 

특히, 그 중에 C60, C70 에 N-DMBI첨

가 농도에 따른 결과를 보면 (그림 10) 제작

된 OTFT I/V 특성 변화가 dopant의 농도에 

따라 확연히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정상적인 소

자 구동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림 11에서 용액상태에서 dopant를 섞어 인쇄

한 film의 경우 C60에서 높은 농도의 doping 

시도를 제외하면 특별히 dopant가 석출되

어 film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

는 용액상태의 doping을 시도하더라도 균

일한 반도체 박막을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doping의 효율도 보장할 수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fullerene 계열의 반도체에 

한정하여 dopant를 통

한 OTFT의 성능 및 안

정성 향상에 대해 보

고하였지만, 근본적인 

개념에서 재료의 에너

지 준위에 따른 적절

한 dopant 적용을 한

다면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겠다. 

또한 여기에서는 용액

공정을 기반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고 그 방

법이 매우 효율적이고 

간단하다. 후속 연구

에 있어 dopant의 농

그림 10.  C60, C70의 dopant 농도에 따른 I/V 
특성 변화.

그림 11.  각 반도체에 첨가되는 dopant의 농도에 따른 반도체 박
막의 AFM 표면 이미지.



28 테마

테 마 기 획     _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도에 따른 전기적, 물리적 변화 근거를 합리

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반

도체 재료의 적용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라 

하겠다.

 

4. 인쇄 metal oxide TFT 
연구동향

저전압 구동이 가능한 고성능 backplane 

TFT의 경우 고해상도의 display의 발전함 따

라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산화물 TFT는 금속 산화물 반도체를 사용함

으로써 10~50 cm2/Vs의 높은 이동도와 졸-

겔 잉크 제작이 가능하여 인쇄 공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 고사양의 flexible display의 

backplane TFT 우선 대체 후보로 생각되고 

있다. 

졸-겔법을 통한 금속 산화물 TFT는 보통 

졸-겔 잉크를 인쇄 후 소결시키는 공정을 

통해 고성능의 반도체 박막을 형성한다. 금

속 산화물 졸-겔 잉크는 In, Zn, Ga, Sn와 

같이 높은 전하 이동도와 안정성을 갖는 전

구체를 주로 알코올 계열의 용매에 녹여 제

조하게 되며 후 처리에서 전구체들을 산화시

켜 반도체 특성을 부여하게 된다. 다만 졸-

겔 잉크는 mol 비율로 제조되고 제조 시 어

떤 전구체가 사용하고 그 각각의 비율이 얼

마냐에 따라 성능의 편차가 심하여 최적의 

용액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고성능

의 반도체 박막을 얻기 위해서는 후처리 시 

높은 열처리가(400℃) 필수적으로 요구되

고 있어 유연소자 제작에 단점으로 지적되

고 있다. 그럼에도 Nature 2004년 Hosono 

et al. IGZO 논문이 발표되면서 금속 산화

물 반도체를 유연한 기판에 상온에서 얻을 

수 있고 그 가능한 이론이 제시되어 이 기점

을 시작으로 저온공정 비정질 금속 산화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10년 H. 

Sirringhaus group에서는 'sol-gel on chip' 

방법을 통해 230℃ 이하에서도 10 cm2/Vs 

이상의 이동도를 갖는 TFT 공정방법을 발표

했으며 In, Zn의 비율에 따른 성능차이를 설

명하였다. 같은 해에 Tobin J. Marks group

에서는 IGZO (In, Ga, Zn) 금속 산화물에

서 Ga의 doping 효과로 공정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9] 여기에

서는 단독 IZO 금속 산화물 반도체의 경우 

300℃이하의 후 처리에서는 소자가 동작하

지 못하나 졸-겔에 Ga이 첨가됨으로써 보다 

낮은 온도의 후 처리에서도 동작하는 금속 

산화물 반도체를 제작하였다. 

최근에는 소결 공정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고 2013년 Nature Park et al. [10]에서

는 deep UV 조사를 통해 (그림 12) 잉크 상

태의 금속 산화물 박막을 소결시킴으로써 고

온의 열처리 없이 상온에서 ~11.29 cm2/Vs 

의 고이동도 TFT를 얻었다.

또한, flexible 기판에서 ~340 kHz의 회

로(그림 13)를 구현

함으로써 고성능의 

MOS TFT를 유연기

판에서 제작 가능함

을 확인해주었으며 이

는 flexible backplane 

제작에 있어 요구되는 

고성능의 TFT 후보인 

MOS TFT의 적용 가

능성을 확인해주는 연그림 12.  Deep UV를 통한 용액공정 MOS TFT 제작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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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라 하겠다.

MOS TFT에서 용액 기반의 저온공정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고, 최근에는 상

온에서 가능한, 즉 유연기판의 손상 없이 

MOS TFT 제작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5. 향후 전망 및 결론 

인쇄를 통한 flexible TFT제작은 flexible 

display 실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서 최근 고성능의 인쇄 가능한 소재

들이 개발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에 display 

backplane에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인쇄공정 방법 또한 다방

면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그 방법들이 유

연소재를 이용한 제작에 적합하게 제시되

고 있다. 또한 인쇄 방법의 근본적 문제점

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기에 flexible 

display에 필요한 기반 기술이 점차 자

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1차

적 flexible display라 볼 수 있는 curved, 

bended display 초기 시장이 열렸으며 이

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서 관심을 두

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연장되어 flexible 

display로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의 지속적

인 시장의 투자와 개

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시

장이 확고히 자리잡

지 못한 점과 실제 제

조산업 적용 가능성이 

기존의 진공 기반 제

조 기술에 비해 떨어

지는 점이 문제이며 

이러한 불확신의 근본

에는 인쇄 기반 TFT 

소자들의 낮은 성능과 

불안정성으로부터 기

인하므로 산업 측면

의 합리적 인쇄기술과 범용적으로 사용 가

능한 성능 향상 또는 소자 안정화 방법을 마

련해야 한다. 다행히도 최근 관련 기업, 학

교,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 

방법이 확인되고 있어 인쇄 기반의 flexible 

TFT 실현이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가까

운 시일에 flexible display의 인쇄 기반의 

backplane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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