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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등장과 
연구 동향

최근 디스플레이의 발전은 고해상도의 선명하

고 높은 프레임 속도의 기술적인 요구를 해마다 

빠르게 충족시켜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

은, 높은 색 재현성의 시각적 기능뿐만 아니라 감

각을 자극하기 위한 터치 센서의 활용 등 다양한 

기능이 확장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게 하였

다. 이렇게 확장된 디스플레이의 기술은 이미 대

면적에서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렀으며, 보다 

높은 휴대성을 갖는 새로운 통신 장비, 광고, 그리

고 곡면에서의 기능성 보조 디스플레이 등으로 응

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인 동향

을 반영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등장은 커브드 

디스플레이 (curved display), 엣지 디스플레이 

(edge display), 스마트 시계 (smart watch) 등 

실제 제품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

다 (그림 1).

2.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표시 장치 기술 
및 백플레인 디바이스의 설계

고정된 형태에서 벗어나 휘거나 접을 수 있는 플

렉시블 디스플레이는 기계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전

기적 특성이 열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

라서 기계적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표

시 장치 기술, 기판 소재 및 백플레인에 기술적인 접

근을 통해 찾아볼 필요가 있다. 복잡하고 두꺼운 크

기의 패널로 제한을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liquid 

crystal display, LCD)와는 달리 가벼우면서 자발광

을 하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는 플렉시블 디스플

레이를 구현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류 구동

을 통하여 밝기를 조절하는 OLED 디스플레이는 박

막 트랜지스터 (thin film transistors, TFTs) 관점에

서, 반도체 소재와 구조적 최적화가 복합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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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적용을 위한 
산화물 반도체 박막 트랜지스터의 
기술 동향과 이슈

그림 1. 초기 곡면 형태의 초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등장.

(03~27)30호-2 테마1~3.indd   10 2017-02-16   오후 3:15:07



전기전자재료 제30권 제2호 (2017년 2월)   11

대표적으로 비정질 산화물 (amorphous oxide 

semiconductors, AOS) TFTs는 다른 반도체성 소

재와 비교하여 대면적에서 균일하며, 높은 전자 이

동도 (> 10cm2/Vs) 특성으로 인해 큰 경쟁력을 갖

는다 (그림 3). 이들은 향후 플렉시블 기판 위 roll-

to-roll (R2R) 방식을 이용하여 제작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저온에서도 쉽게 안정적인 이동도와 신

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 물질 

기반의 플라스틱 기판 소재 위에도 소자 제작이 가

능하다. 플라스틱 소재 기반의 기판은 쉽게 구겨지

지 않으면서 내충격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

나, 기존의 유리 기판과는 달리 열팽창 계수가 상대

적으로 높고, 수분이나 외기의 투과 가능성이 높아 

백플레인 디바이스의 소자 제작이나 구동할 때 문

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때문에 기판의 선정에 있

어서는 후속 공정과 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림 4).

일반적으로 유연 기판 소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고온 안정성과 낮은 열팽창 

계수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 

등이 있다. 더 나아가 산화물 반도체는 외기에 의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이 쉽게 열화되므로, 투습이나 

외기에 의한 영향을 낮춰주기 위해서 플라스틱 기

판 위에 투습 방지막을 버퍼층으로 사용하여야 한

다. 이러한 버퍼층의 물성은 백플레인 디바이스의 

전기적 특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평탄화

와 파티클 문제들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또한, 증착 

물질과의 스트레스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기판의 

말림 현상을 최소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버퍼층 

내의 물질들이 산화물 반도체 내부로 확산되어 열

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부분을 제어하

지 못할 경우 균일한 산화물 반도체 특성 확보가 어

려울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플렉시블 백플레

인 디바이스는 우선적으로 버퍼 물성에 따른 산화

물 박막 트랜지스터의 물성 변화 평가가 선행되어

야 한다.

그림 2. OLED 디스플레이 소재 및 구조적인 최적화를 위한 설계.

그림 3.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기반의 박막 트랜지스터 물성 비교.

그림 4. 플렉시블 기판 소재 핵심 물성 비교.

테마기획  _ 산화물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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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렉시블 적용 버퍼 소재 및 
기계적 내구성 이슈

기존의 평판 디스플레이의 전기적인 물성 평가를 

위한 분석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서의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도입되면서 해석에 많은 문제점들을 발

생시키고 있다. 투습 방지를 위한 버퍼층의 도입으

로 인한 새로운 변수와 함께 기계적인 스트레스의 

요소가 나타나면서 발생되는 소자의 열화 현상에 대

해 정확한 분석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

다. 심지어 스트레스의 방향 (장력 및 압축 응력)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며, 곡률 반경 및 반복 횟

수에 따라 생겨나는 마이크로 크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유리 기

판과 플라스틱 기판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도 정확한 제시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체계

적이고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자의 열화 인자

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본문에서

는 플렉시블 기판과 버퍼층에 대한 산화물 TFTs의 

영향성과 기계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소자의 열화 메

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분자의 크기가 각각 산소 (O2)는 0.35 nm, 수분 

(H2O)의 경우 0.096 nm의 크기로 매우 작아 유리 

기판이 아닌 플라스틱 기판의 경우 외기의 확산으로

부터 제대로 막아주질 못한다. 따라서 투습 방지를 

위한 버퍼층의 물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현재 양산

에서 사용되는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기반의 SiNx 막은 SiO2 막 보

다 치밀한 박막을 형성하고 있어 투습 방지에는 매

우 효과적이나, 자체적으로 수소를 약 ~15% 함유

하고 있어 산화물 반도체 내부로 확산되어 전기적 

도너 역할을 하게 되어 도체화를 진행시키게 된다. 

따라서 atomic layer deposition (ALD)를 이용하여 

증착시킨 Al2O3 박막을 SiNx 위에 적층시켜 플렉시

블 산화물 TFTs의 외기와수소의 영향성을 분리시켜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림 5, 6). 

유연기판은 350oC의 온도까지 내열성을 갖는 

polyimide (PI)기판을 사용하였다. 확산 방지막은 

PI 기판 위에 SiNx 50 nm (Device A)와 SiO2 50 nm 

(Device D) 그리고 활성층에 직접적으로 소자 특성을 

열화 시킬 수 있는 수 있는 SiNx의 제작중 함유된 수

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SiNx 50 nm 위에 ALD 

장비를 이용하여 Al2O3를 각각 10 nm (Device B), 

100 nm (Device C)로 적층후 특성을 비교 하였다.

S p e c i a l  T h e m a    02

그림 5. PI위에 제작된 top gate 구조의 a-IGZO TFTs의 소자의 
열처리와 버퍼 소재에 따른 transfer curve. 

그림 6. 주요 소자 파라미터값과 버퍼층의 수분 투과율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WVTR)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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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iNx buffer를 사용한 소자의 문턱전압 (Vth) 

값이 negative 방향에 있으며, Al2O3 ALD를 이용하

여 적층한 소자에서는 Al2O3의 두께에 따라 크게 감

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반도체층이 증

착된 이후에도 추가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누적열

처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소를 다량 함유

하고 있는 SiNx 박막내에서 확산에 의한 열화가 진

행되어 소자내의 defect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유

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문턱 전압 이후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경향은 수소의 함량에 따른 전하 트래핑

(charge trapping)의 영향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

지만 250oC의 열처리시에는 SiNx는 완벽하게 전도

체 수준에 이르렀으나 Al2O3 buffer는 두께가 증가

할수록 효과적으로 수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7. (a)의 경우, 서로 다른 버퍼 구조에서 제작

된 소자에서의 negative bias temperature stress 

(NBTS) 평가에 의한 Vth와 SS값의 신뢰성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Device B (SiNx/Al2O3 10 nm)의 경우 

시간에 따라 SS 값이 Vth 값과 함께 변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보고된 내용과 같이 PI 또는 버퍼

층에서 기인된 수소 및 불순물의 확산으로 영향을 

받은 결함 생성의 메커니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다른 소자들의 경우 대부분 SS 값의 변화가 없

이 Vth만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7. (b)

는 Myer-Neldel rule을 이용하여 밴드갭 내의 전

도대 근처에서의 결함 준위를 분석하여 소자의 열

화 현상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Device B에 대하여 

결함의 준위가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쉽게 다른 외부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과생성

된 전자를 유발 시킬수 있음을 보여준다. Deivce D 

(SiO2)의 경우 Device C (SiNx/Al2O3 100 nm) 보다 

shallow level에서 더 높은 준위의 DOS 구조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외부 에너지에 의한 전자의 여기

가 쉽게 이루어 진다고 여겨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하여 버퍼층에 의한 결함 외에 기판에서 기인되는 

열화 현상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그림 8은 NBTS 조건에서의 소자의 열화 현상의 

메커니즘을 잘 정리하였다. Top gate 구조의 산화

물 TFTs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자 신뢰성의 열화 현

상은 버퍼층에 존재하는 수소와 PI 기판 내의 수분 

(그림 4 참조)에 의하여 기인되는 반도체 내의 전자 

생성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수소의 함량이 많

을 경우 직접적으로 반도체 내부로 수소에 기인된 

hole trapping이 발생되지만, 수소의 함량이 매우 

적은 SiO2 버퍼의 경우 PI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수

분이 확산되어 hole trapping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테마기획  _ 산화물 반도체

그림 7. (a) VG = -20V 인가와 동시에 기판온도 60oC에서
의 소자 신뢰성 평가, (b) 전도대 근처에서의 결함 준위 
(density of states, DOS).

그림 8. 플렉시블 a-IGZO TFTs의 NBTS 조건에서의 에너지 밴
드 다이어그램.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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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버퍼 소재의 선정이 매

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물질의 투습 방지막이라 하더라도 제작 공

정에 따른 물성의 차이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림 9와 10은 ALD 장비를 이용하여 Al2O3 증착 시 

trimethyl aluminum (TMA) source에 다양한 반

응물인 H2O와 Ozone (O3)을 사용하여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제작된 버퍼층으로 그에 따른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떼어내기 전/후의 소자의 transfer curve

가 약한 negative 방향으로 움직임이 보이나 그 크

기는 미미하다고 보여진다. 주목할 점은 오존을 이

용하여 만들어진 소자의 파라미터는 상대적으로 물

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소자에 비해 특성이 낮음을 

보이는데, 이는 외기의 영향으로 인한 소자의 열화

로 보여지고 있다. 외기의 영향이 투습 방지막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11에서 알수 있듯이, H2O을 이용하여 제작

된 투습 방지막은 외기의 영향이 존재하는 Air 분위

기에서도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ozone으

로 만들어진 투습 방지막은 외기의 영향을 배제시킨 

진공 분위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air 분

위기에서는 defect creation으로 인하여 급격한 소

자의 열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투습 방지막에 따

라 소자의 전기적 특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산화

물 TFT 신뢰성 열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로 수소와 관련된 Trap sites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J. Lee et al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PI 기판 위에 절

연체로서 SiOx과 SiNx를 증착한 비교 실험에서 SiO2

에 비해 SiNx는 더 많은 charge trap site를 제공하

S p e c i a l  T h e m a    02

그림 10. 서로 다른 반응 물질로 제작된 버퍼층을 적용한 플렉서
블 a-IGZO TFTs의 주요 파라미터 값.

그림 11. (a) Al2O3 (H2O) 투습방지막과 (b) Al2O3 (ozone) 투습
방지막이 Air 분위기 (RH 30%)에서 측정된 것과 (c), (d)
는 진공 조건에서 측정된 NBTS (-20 V, 60oC)의 transfer 
curve.

그림 12. (a) XRR 분석을 통한 서로 다른 두 버퍼층의 밀도 및 표
면 거칠기 분석, (b) 전도대 근처의 결함 준위 분석.

그림 9. (상) 서로 다른 ALD 반응 물질 (H2O, ozone)을 이용하여 
SiNx 위에 적층된 Al2O3 버퍼층을 적용한 a-IGZO TFT의 
transfe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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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소자의 신뢰성에 대해

서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반도체 소

재가 수소가 많은 절연층 및 보호층과 근접하여 있

을 경우 도체화가 진행되거나 소자의 신뢰성이 급격

하게 열화 되는 현상을 나타난다.

같은 소재와 장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저한 특성 차이를 보이는 두 버퍼 소재의 차이에서 

원인을 알아보고자 박막의 밀도 분석을 진행하였

다. 그림 12. (a)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박막의 X-ray 

reflectivity (XRR) 분석을 통하여 밀도값이 H2O를 

반응 물질로 사용한 경우 3.14 g/cm3이고, ozone

을 사용한 경우 2.97 g/cm3으로 큰 차이값을 보이

고 있다. 또한 표면의 거칠기 또한 각각 0.49 nm 

(H2O), 1.04 nm (ozone)으로 나타나면서 밀도와 

표면의 거칠기가 버퍼층으로 중요한 평가 지표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2. (b)에서는 두 버퍼를 

적용한 소자의 DOS 구조를 살펴 보았으며,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제작된 오존의 경우에서 대기중에 

노출되었을 때, deep level에서의 결함이 증가되었

다. 두 가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버퍼 소재는 내

부의 수소나 불순물로 기인되는 열화 현상을 최소

화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박막 자체의 물리적인 치

밀함과, 평탄한 표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유연성 및 신축성을 지닌 차세대 플렉시블 디스플

레이 구현을 위해 기계적 스트레스에 따른 산화물 

반도체 소자의 특성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산화물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낮은 파괴 변형 (failure strain) 값을 갖고 있다고 알

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연구 단계와 내구성 향상을 위한 소재 및 

소자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13은 50μm 두께의 PI 기판 위에 제작된 

a-IGZO TFT의 곡률반경 (R)의 변화에 따른 전기

적 특성 변화가 기계적 스트레스의 방향에 따라 다

른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곡률 반경이 작아질수

록 소자 특성의 변화 값은 모두 큰 폭으로 일어나지

만, 인장 응력에 대하여 Vth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

이고 이동도가 증가되며, 압축 응력에 대해서는 반

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

는 이유는 기계적 스트레스에 기인되는 반도체 소재 

내부의 원자간의 거리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레벨의 

스플리팅 (energy level splitting) 이 발생하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페르미 준위의 위치가 바뀌게 되

어 문턱 전압의 변화 및 이동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반복적인 기계적 스트레스는 미세 크렉 

(micro-crack)과 같은 전자 이동을 산란시키는 결

함을 생성하여 전기적 특성 변화를 더욱 가속 시킬

수 있다.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 내에서 전자는 채널의 길

테마기획  _ 산화물 반도체

그림 13. a-IGZO TFTs의 곡률반경 (R)의 변화에 따른 (a) 인
장 응력 (tensile) 및 (b) 압축 응력 (compressive) 에 따른 
TFT 주요 파라미터 값의 변화.

그림 14. (a) 채널 길이 방향과 수직 방향 및 (b) 수평 방향으로의 
미세 크렉 형성 과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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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향을 따라 이동한다. 반복적인 기계적 스트레

스는 이러한 전자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휘어지

는 방향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 (그림 14). 

특히, 휘어지는 방향에 따라 발생하는 미세 크렉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소자의 열화가 어느 방향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인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채널 표면에 인장 응력이 인가 되었을 경우, 위

의 그림처럼 층간 계면에서의 응력 집중선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응력 집중선 및 미세 크렉 형성 방향에 

따라 소자의 열화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5의 (a)와 (b)는 각각 채널 길이 방향과 수

직 방향 및 수평 방향으로 응력을 반복적으로 인가

할 시의 소자 특성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결과

는 앞서 언급된 응력 집중선과 수직 방향으로 미세 

크렉이 발생될 경우의 열화가 더 심하게 진행 되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플렉시블 산화물 반도체 소자의 기계적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보다 유연한 소재를 

소자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산화물 반도체 소자의 

절연막으로는 Al2O3, SiO2와 같은 무기물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보다 유연한 유기물로 대

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음 그림

은 a-IGZO 산화물 반도체 소자의 절연층으로 유기

물을 사용한 소자를 보여주고 있다. 절연층 뿐만 아니

라 확산 방지막 (Buffer layer)과 게이트 (Gate) 소재

로 유기물을 활용하여 보다 유연한 산화물 반도체 소

자를 구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유기물 중 절연층으로 사

용된 유기물은 무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

상수(Dielectric constant)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절연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유전상

수 값을 갖는 소재의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유기물

은 투습도가 높기 때문에 확산 방지막으로 사용하기

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용액 공정 기반으로 증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면의 거칠기(roughness) 값이 

큰 문제 또한 개선해야 할 숙제이다.

소자의 유연성 확보와 더불어 소자의 구조적 안

정성 확보 또한 기계적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중요

한 요소이다. 구조적 안정성 확보의 한 예로는 중성

층 (neutral Plane) 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중성층이

란 적층 구조에서 모든 층을 같은 방향으로 구부렸

을 때 변형률 (strain, ε)이 0인 지점을 의미한다. 보

통 일정 두께의 한 물질을 구부렸을 때, 두께의 중

간 지점에 해당하는 단면이 중성층이 된다. 그림 17. 

은 중성층을 활용하여 OTFT (Organic Thin Film 

Transistor)를 제작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OTFT 

위에 폴리이미드 (PI)와 같은 두께의 유기물 부가층 

(additional layer)을 증착하여 소자를 구부렸을 때

의 응력을 최소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소자 위에 부가층을 증착 하였

을 때, 각 층 별 변형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

할 수 있다. 

S p e c i a l  T h e m a    02

그림 15. (a) 채널 길이 방향과 수직방향 및 (b) 수평 방향으로 
곡률 반경 (R) = 5mm 하 반복 응력 인가 시의 transfer 
curve의 변화 및 소자 파라미터 변화.

그림 16. 유기 물질의 절연/버퍼/전극 소재를 적용한 a-IGZO 
TFTs의 소자 평가 및 안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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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1
2R [(df+ds)-

(1+2η+xη2)
(1+η)(1+xη)

-de]

위의 식에서, df는 소자의 총 두께, ds는 플렉시블 

기판의 두께, de는 additional layer의 두께를 의미

하며, x는 (TFT의 영률)/(기판의 영률), η는 df/ds를 

의미한다. TFT의 각 층 별 영률은 모두 같다고 가정

하였다. 이와 같은 식을 활용하면, 일정한 두께의 플

렉시블 기판에 대한 각 층 별 최적 두께를 계산을 통

해 알 수 있게 된다. 중성층을 활용하는 것은 산화물 

반도체 소자만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인 방

법일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의 플렉시블 디

스플레이 적용을 위한 기판 및 버퍼층 소재의 영향

을 이해하고, 기계적 변형으로부터 기인한 소자의 

열화 현상 메커니즘 및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현재, 소자의 기계적 변형

이 개별 전극, 절연막 및 반도체 소재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계적 스트레스에 대한 소자의 열

화 메커니즘은 소자 제작 방법 및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제로 연구 단체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다르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완벽히 구현하기 위

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

으며, 체계적인 분석과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이러

한 숙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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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폴리이미드(PI) 기판 위 OTFT(Organic Thin film 
transistor)를 제작한 후에 유기물 부가층(additional 
layer)을 적용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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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박진성

·� 1997년 2월 

KAIST 재료공학과 공학사

·� 1999년 2월   

KAIST 재료공학과 공학석사

·� 2002년 8월    

  KAIST 재료공학과 공학박사

·� 2003년 - 2005년   

Department of Chemistry, 

Harvard University, Post 

Doctor

◈ 경  력 

·� 2005년 - 2008년 삼성 SDI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 2008년 - 2009년 삼성 SMD 기술센터 책임연구원

·� 2009년 - 2013년 단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 2009년 - 현재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사업/기획이사

·� 2013년 - 현재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부교수

·� 2016년 - 현재  한국재료학회 학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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