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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15년 간, 산화물 반도체(metal oxide semiconductor, 

MOS)는 급속한 발전 속에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응

용 소자로의 가능성을 넘어 상용화에 성공하며 연구단위

에서 멈추지 않은 대표 신기술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동경공대 호소노 그룹에서 발표한 단결정 및 비정질 인

듐-갈륨-아연-산화물(indium-gallium-zinc-oxide, 

IGZO)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 연구는 그 보다 훨씬 이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드늄 산화물(cadmium oxide, 

CdOx)를 비롯하여 주석 산화물(tin oxide, SnO2), 아연 

산화물(zinc oxide, ZnO)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는 동안 산화물 반도체 기반 박막트랜지스터(thin-film 

transistor, TFT)가 공정방법, 재료조합, 구조, 소자 특성 

분석 등이 적립이 되고 극복해야할 과제들을 무수히 남

긴 것이 발판이 되어왔다. 특정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대

학, 연구소,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으

며, 소자의 특성 향상으로는 이동도, 신뢰성, 수율에 초

점을 맞추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공정방법 또한 진

공증착방식을 벗어나 프린팅 기술 접목까지 폭넓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연구는 고해상도, 대면적의 액정디스

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LCD)와 능동형유기발광

다이오드(active 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AMOLED)의 백플레인 기술에 접목하기 위해 진행되어 

왔으며, 국내외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에서 상용화에 성공 

혹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 연구 단위를 벗어

나 상용화 과정 속에서 대학과 연구소의 역할 축소와 연

구테마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연구 그룹들이 새로운 아이

디어를 내고자 노력하고는 있으나 변화한 산화물 반도체 

연구 생태계에서 줄어든 연구 규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산화물 반도체가 가고 자 하는 방향에 여전히 도달하

지 못한 결과들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상용화 기술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대학과 연구기관

의 역할, 다시 말해 “상용화 된 기술에 연구단위에서 역할

이 남아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 혹은 반론을 제

기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가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

실이다.

본 특집에서는 이러한 산화물 반도체의 현재 위치에서 

학교와 연구소,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에서 바라보고 있

는 ‘디스플레이 스위칭 소자 기술’에서 벗어나 상용화 과

정으로 가기 전 새로운 갈래의 연구 방향성을 논해 보고

자 한다. 특히, 공정 기법 중 하나인 프린팅 기술의 현재 

연구 동향을 살핀 후 다양한 센서 소자 기술로의 가능성

과 전망을 다루고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산화물 

반도체 연구가 주목 받을 수 있는 방향성을 본 특집에서 

다루고자 한다. 

2. 프린팅 기반 산화물 반도체 소자 동향

프린팅 기반 산화물 반도체 재료 합성과 이를 활용한 

트랜지스터 보고는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많은 발전

을 이뤄왔다 (표 1). 새로운 화학적 접근법을 통한 저온 공

정이 주요 주제로써 연구되어 왔으며, 일부 n-type 소재

가 아닌 p-type 소재인 CuOx가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

히 n-type 공정에 비해 고온 열처리와 특정 조건에 의해

서 소자 특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매우 적은 수의 연구 결

과가 발표되었다. 공정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스핀코팅법

이 많이 연구가 되었으며, 원하는 위치에 선택적 증착이 

가능한 잉크젯 프린팅, 그라비어 프린팅에 대한 연구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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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왔고, 이외에 에어로졸 또는 스프레이법을 이용

한 산화물 반도체 박막 형성법이 제시가 되어 왔다. 저온 

공정을 접목한 새로운 방법에서는 실제 PAR, polyimide, 

AryLite와 같은 플렉서블 기판 소재 위에서 공정을 진행

하여 소자 특성에 대한 평가 또한 보고가 되어 왔다 [1]. 

이 외에도 본 특집에서 다루고 있는 후처리 법에 의한 저

온 공정, 구조적 변화에 의한 고이동도 또는 고신뢰성 소

자 공정 방법들이 제시되어 진공공정에 의한 산화물 반도

체 소자의 특성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다. 

2.1. 화학적 접근법을 이용한 저온 산화물 반도체 

소자

프린팅 기반 산화물 반도체의 저온 형성 방법으로 근본

적인 재료의 화학적 접근법이 다양하게 시도가 되었으며, 

새로운 프리커서 구조와 열처리 과정에서의 화학적 반응

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프린팅 기반

의 산화물 박막의 경우 고품질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는 고온의 열처리가 기본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근본적

인 재료에 대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재료적 접

근으로 새로운 알콕사이드 산화물 프리커서를 합성과 수

화반응을 기반으로 250도 이하에서 고품질의 IZO 산화

물 반도체 형성을 통해 우수한 트랜지스터 특성이 보고되

었으며, 열처리 온도 210도에서 전계효과 이동도가 약 4 

cm2/Vs, 온-오프비 106의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그

림 1 (a)) [2]. 특히, 수분의 제어를 통한 산화물 박막의 형

성 과정이 저온 박막 형성에 중요한 부분임이 밝혀졌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새로운 프리커서를 합성하는 대신 

표 1. 솔루션 기반 산화물 반도체 재료 및 공정 조건에 따른 소자 특성 [1].

Deposition

technique

Materials Polarity S-D/G Dielectric Sub. Mobility

(cm2V-1s-1)

 Ion/off Tgrowth/Ta(
oC) Year

Sol-gel Chemistry

Spin-coating

In2O3 n  Au/Si SiO2(SAND) Si 0.7(43.7) 106 400/NA 2008

ZnO n Zn/ITO ATO Si 5.25 10
5

500/NA 2007

IZO n W/Si SiO2 Si 11.4 10
8

250/NA 2011

IGZO n IZO/Ti/Au Al2O3 PAR 3.77 108 RT/NA 2012

IZO n ITO/ITO Al2O3 Polyiimde 4.03 109 250/NA 2013

ZnO n Al/Si SiO2 Si 10 107 180/NA 2013

IGZO n Al/Si SiO2 Si 10.1 105 400/NA 2013

QSL n Ai/Al Al2O3/ZrO2 Glass 40 10
4

200/NA 2015

CuOx p Ni SiO2 Si 0.29 104
700(vacuum)

/NA
2015

Ink-Jet IGZO n Ti/Au/Si SiO2 Si 10.5 105
Light   

irradiation
2015

Gravure

IGZO n Mo/Ti SiNx Glass 0.81 106 550/NA 2010

In2O3 n At/Au Al2O3 Polyimide 8 10
6

300/150 2015

IZO n ITO/Si SiO2 Si 9.1 10
6

425/NA 2015

Aerosol-jet  

printing
ZnO n

Au/Cr/

PEDOT:PSS

Ion-gel

Electrolyte
Kapton 1.6

  

10
5

  

250/NA
2013

Spray Pyrolysis

Spray
ZnO n

Al/Si(Al/A

l)
SiO2(SAM) Si 15(7.6) 106(103) 400/NA 2009

CuOx p ITO/Au/Si SiO2 Si 10
-3

10
3

275/NA 2013

Combustion

  

Spin-coating

In2O3 n Al/Al Al2O3 AryLite 6.0 103 200/NA 2011

IYO n Al/Si Zr-SAND Si 5.0 105 250/NA 2012

IYZO n Al/Si SiO2 Si 2.37 107 300/NA 2013

IGZO n Al/MoW SiO2 Glass 1.4 10
6

350/NA 2013

IGZO n Al/Si SiO2 Si 5.43 10
8

300/NA 2013

ILO n Al/Si SiO2 Si 9.7 107 300/NA 2015

Spray
In2O3 n Al/Al Al2O3 AryLite 11.0 104 200/NA 2015

IGZO n Al/Si SiO2 Si 7.53 107 300/NA 2015

Pre-formed   

nanostructures

ZnO n ITO/IZO Al2O3 Glass 96 10
6 Thermal 

growth
2007

CuOx p Au/Si SiO2 Si 15 102 500/NA 2009

ZnO n Al/Si SiO2 Si 1.75 108 250/NA 2013
1)S-D/G: Source-Drain/Gate electrode, 2)Tgrowth: Growth temp., Ta: Post-annealing temp.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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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과정(combustion)을 제어할 수 있는 첨가물을 통해 

낮은 온도에서 급격한 발열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이 보고가 되었다 [3]. 그림 1 (b)는 금속이온, 산화제, 연

료의 조합을 통해 에너지 장벽을 조절하여 낮은 온도에서 

산화물 박막이 형성될 수 있는 제안된 루트의 모식도이

다. 산화제로서는 금속질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NO3
-, 연

료로는 아세틸아세톤(acetylacetone) 또는 요소(urea)를 

사용하여 적절한 비율에 따른 최적의 연소과정이 연구되

었다. 일반적인 프리커서를 활용하여 제작된 In2O3 트랜

지스터의 경우 250도 열처리 조건에서 전계효과 이동도 

10-4 cm2/Vs 수준의 매우 낮은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었

으나, 연소 법에 의해 제작된 소자의 경우 3.37 cm2/Vs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연소법의 경우 500도 

이상의 고온 열처리 보다는 저온 열처리 조건에서 효과적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재료 합성에 의한 저온 공정 

방법에 주로 사용된 솔벤트는 유기용매였다면, 물 기반

의 새로운 접근 또한 보고가 되었는데, 친환경적인 물을 

사용하여 금속 양이온을 용해시켜 헥사아쿠아메탈 이온

([In(OH2)6]
3+)을 형성함으로서, 기존 금속질화물 프리커

서에 포함되어 있는 질산염(NO3
-)이 합성된 프리커서에

서 관여하지 않는 구조가 보고되었다 [4].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프리커서에 대한 열 중량 분석에서 약 170도 

온도 상승 시 대부분의 분해가 완료하여 기존의 유기용매

를 이용한 프리커서의 분해 온도(230도 이상) 보다 낮은 

온도 조건에서 산화물 박막 형성이 형성됨을 확인하였으

며, 앞선 알콕사이드 또는 연소 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

여도 175도의 매우 낮은 온도 조건에서도 전계효과 이동

도가 약 2 cm2/Vs, 250도에서는 약 14 cm2/Vs를 나타내

는 우수한 프린팅 기반의 In2O3 트랜지스터 특성을 나타

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도 공정온도 조건으로 PEN 유

연기판 위에 전계효과 이동도 3 cm2/Vs, 온-오프 점열비 

109 이상, 기울기 158 mV/dec의 우수한 소자 특성 또한 

보고되었다. 이러한 물 기반으로 제작된 산화물 반도체

의 경우 우수한 특성을 저온에서 확보할 수 있으나, 금속

질화물 또는 금속플루오린화물(metal fluoride)을 제외

하곤 프리커서의 선택성에 제약을 받는다. 특히, 침전현

상으로 박막 형성이 어렵거나 유기 용매를 이용할 경우와 

비교하여 큰 장점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반

면 [5], 금속염화물 기반으로 첨가제를 통해 안정화하고 

저온에서 산화물 박막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보고가 되었다(그림 1(d)). 과염소산이 첨가된 금속염화

물 프리커서의 경우 산화환원반응에 의한 과잉 염소에 대

한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금속질화물을 사용한 경우

와 유사하게 낮은 온도에서 산화물 박막을 형성할 수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특히, 과염소산의 추가 유무에 

따라 250도 공정에서 제작된 소자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

을 때, 전계효과 이동도를 기준으로 0.44 cm2/Vs와 8.84 

cm2/Vs로 20배 가까운 소자의 전기적 특성 차이를 나타

내었다. 또한, 열처리 과정 중 박막 내에 잔존할 수 있는 

불순물에 대한 효율적인 제어가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나

타냄 또한 상기 방법을 통해 확인되었다. 

화학적 접근법에 의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

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화물 반도체 박막 형성에 요

구되어 왔던 400도 이상의 고온 열처리 조건을 획기적으

로 낮추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낮은 온도를 유지하며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확보하기에

는 진공증착 방식과 비교하여, 이동도, 신뢰성, 균일도, 

재료 선택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화학적 접근법이 새로 제시되거나 공정과 

구조 변화를 통한 소자 성능 향상을 위한 복합적인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2. 후처리 방법을 이용한 저온 산화물 반도체 소자

후처리에 의한 프린팅 기반 산화물 반도체의 저온 형성 

방법에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제시되었는데, 고압열처리, 

마이크로웨이브, 자외선 조사 법 등이 활발히 연구되어져 

왔다. 그림 2 (a)에서와 같이 산소 10 기압의 고압 열처리 

그림 1. (a) 인듐, 아연, 알콕사이드를 이용한 저온 산화물 트랜지
스터 특성. (b) 연소법에 의한 저온 산화물 반도체 형성 원
리. (c) 물 기반 산화물 프리커서의 열 중량 분석 및 저온 공
정 소자 특성. (d) 과염소산 첨가에 의한 저온 산화물 반도
체 형성 방법.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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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IZO 박막의 두께 감소를 통한 밀도 향상과 화학

적 조성비 변화를 유도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7]. 낮은 온

도에서 압력에 의한 산화물 박막의 특성 변화는 트랜지스

터 소자 결과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전계효과 이동도가 

고압 열처리 전후 0.15에서 2.43 cm2/Vs 로 약 16배 가까

이 특성이 향상되었다. 후처리 방법으로 마이크로웨이브

를 이용한 산화물 반도체의 소결법 또한 제시되었는데, 그

림 2(b)와 같이, 동일한 온도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추가

한 ZnO 박막에서 결정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140도의 낮은 온도

와 짧은 소결시간 (3분)을 통해 이동도 0.72 cm2/Vs의 우

수한 특성이 보고되었다 [8]. 특히, 매우 짧은 소결시간에

서도 마이크로웨이브가 추가된 열처리가 효과적임을 확

인하였으며, 또한 핫플레이트를 이용하여 320도에서 열

처리한 소자의 특성과 140도에서 열처리한 소자가 유사

한 성능을 나타내어 저온공정에 적합함을 나타내었다. 최

근 또 다른 후처리 방법으로 자외선(deep ultraviolet) 조

사와 수분흡착에 의한 산소공공을 제거하고 hydroxide를 

형성함으로써 150도 공정온도에 우수한 비정질 IGZO 트

랜지스터를 발표가 되었는데, 그림 2(c)에서와 같이 전계

효과 이동도는 7 cm2/Vs 이상과 온-오프 점열비 109 이

상을 나타내어 프린팅 기반의 산화물 반도체의 저온 공정

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9].

화학적 접근법과 달리 기술에 대한 접근이 쉽기 때문

에 새로운 합성 재료에 대한 특성 평가가 같이 진행될 경

우 저온 공정을 통한 고성능 소자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새로운 공정기법의 경우 고가의 장

비 도입이나 기존 공정 라인과의 연계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공정기법

이 도입될 수 있는 연구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2.3. 구조적 변형을 통한 고성능 산화물 반도체 소자

지금까지 새로운 프리커서 합성과 후처리 방법에 의

한 저온 산화물 반도체 형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우수

한 소자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

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공정 과정에서 소자

의 특성 향상법, 새로운 구조를 이용한 고이동도 구현, 하

이브리드 형태의 나노 재료가 첨가된 산화물 반도체에 대

한 접근도 시도되고 있다. 그림 3 (a)는 용액공정을 이용

한 산화물 반도체 박막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박막 내

부의 화학적, 물리적 결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멀티 코팅

법을 도입한 연구 내용이다 [10]. 특히, 절연층과 채널층 

사이에서 결함 분포는 전자의 이동경로에 영향을 미치

고, 소자의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

안된 연구는 1차적인 절연층-채널층 계면에 발생한 결

함들을 2차, 3차 코팅에 의해 제거하여 우수한 계면 특성

을 나타내었다. 특히, cross-sectional TEM 이미지 분

석에서 단일 코팅에 비해 우수한 박막 밀도를 보였으며, 

그림 2. (a) 고압열처리를 이용한 IZO 산화물 박막의 두께 감소 및 소자 특성. (b) 마이크로웨이브 소결 법에 의한 저온 ZnO 박막 결정 밑 
소자 특성. (c) 자외선-수분처리-자외선 처리에 의한 IGZO 산화물 반도체 형성 및 결함 치유 과정과 소자 특성.

(c)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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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X-ray reflectivity (XRR) 측정을 통해 계산된 박

막 밀도에서도 같은 두께에서 멀티코팅 진행 시 높은 값

을 나타내었다. Positive bias stress 테스트에서 또한 멀

티코팅 기법으로 제작된 소자에서 우수한 신뢰성을 나

타내어 계면에서 발생하는 charge traps에 대한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측면뿐만 아니

라 고이동도 구현을 위한 다양한 구조들이 제시되었는

데, 그림 3 (b)에서와 같이 poly(4-vinyl phenol)(PVP)

을 IGZO층 위에 형성하고 polystyrene sphere(PS)를 이

용하여 100 nm 수준의 나노 홀을 만든 후 노출된 IGZO 

표면을 Ar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높은 전도성을 나타내

는 국부적 도핑 구조가 제안되었다 [11]. 높은 전도성을 

나타내는 표면의 일부 영역들은 IGZO 채널에 effective 

channel length의 감소로 고이동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top gate구조에 이동도가 4~5 cm2/

Vs에서 나노 홀에 의해 도핑된 구조에서는 나노 홀의 밀

도에 따라 약 45~87 cm2/Vs까지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IGZO 박막의 표면에 도핑을 이용한 이동도 제어와

는 다르게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WNT)를 

IZO 솔루션과 함께 합성하여 코팅하는 방법으로 IZO 트

랜지스터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구조적 특성 제

어에 관한 연구 또한 제안되었다 (그림 3 (c)) [12]. 단일 

IZO 트랜지스터의 경우 전계효과 이동도가 1.9 cm2/Vs

를 나타낸 반면 SWNT가 0.5 wt%가 포함된 솔루션 코

팅의 경우 약 65 cm2/Vs로 40배 가까운 이동도의 향상

을 가져왔으며, SWNT가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을 때

에는 p-type 특성을 약하게 보이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SWNT의 경우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IZO와 SWNT-IZO 박막에서 기계적 특성 향상을 예측할 

수 있는데, 연구팀은 폴리이미드 기반 (두께 200 μm)에 

소자를 제작하여 굴곡반경 2 mm의 벤딩 테스트를 실시

하여, 단일 IZO 트랜지스터의 컨덕턴스는 약 3,200% 변

화가 있는 반면, SWNT-IZO 구조에서는 17% 변화를 나

타내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는 소자 제작에 성공하

였다. 이외에 용액공정을 이용한 이종접합구조인 ITZO-

IGZO 트랜지스터를 통해 고이동도 고신뢰성 소자 제작

그림 3. (a) 멀티코팅 법을 이용한 IGZO 박막의 밀도 및 결함 조절. (b) 나노닷 단위의 전도도가 제어된 IGZO 산화물 반도체의 고이동도 
소자 (c) 카본나노튜브가 포함된 IZO 하이브리드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고이동도 트랜지스터. (d) 초단막 고이동도 ITZO와 IGZO 
이종접합 구조를 이용한 고이동도 트랜지스터.

(a)

(c)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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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접근으로, 3 nm 두께의 높은 밀도와 전도성을 나

타내는 ITZO 층을 절연층 위에 먼저 증착하고, 이어 상대

적으로 낮은 전도도를 가지고 전도대(conduction band)

의 위치가 다른 IGZO 층을 적층하는 구조를 제안되었다 

[13]. 단일 IGZO 트랜지스터의 경우 1.56 cm2/Vs, 제안

된 ITZO-ITZO 구조는 22.16 cm2/Vs을 나타냄으로써 

약 14배 이상 소자의 전계효과 이동도 특성 향상을 나타

내었다. 또한, 소자의 오프 전류 레벨은 거의 동일하면서

도 향상된 기울기와 적은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확인하였

으며, ITZO와 IGZO 사이에서 전도대의 베리어는 효율적

인 전자전달을 조절함으로써 ITZO 단일 층 트랜지스터

의 낮은 온-오프 전류비를 확장시키고 문턱전압 또한 0 

V 근처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구조적 변형에 의한 소자의 특성 향상은 앞선 화학적 

접근법과 후처리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왔다. 구조적인 변형의 핵심은 고이동도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접근들이며, 재료 본연의 특징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에서부터 하이브리드 형태로 새로운 재료의 도

입과 개질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우수한 소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소자의 재현성과 균일성 측면에서

는 여전히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며, 앞선 화학적 

접근법과 후처리 기술과 함께 접목될 경우, 우수한 소자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아직 남아 있다. 앞으로 용액공

정 기반의 프린팅 소자들의 성능향상과 더불어 공정기법

에도 보다 빠른 발전이 예상되며 현재까지 접근했던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3. 프린팅 기반 산화물 반도체 소자의 센서 
연구 동향

지금까지 프린팅 기반 산화물 반도체 소재의 성능 향상

과 저온 공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면, 본 챕터에서는 최

근 디스플레이 스위칭 소자로써의 가능성을 넘어서 센서 

응용소자로서의 연구동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특히, 

광센서와 바이오센서로의 응용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 가

능성에 대해 다뤄본다.

3.1. 광센서 연구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포토 디텍터에 관한 연구로서 

초단막 구조의 IGZO 트랜지스터에 가시광 영역에서 투

명한 bulk-hetero junction (BHJ) 폴리머로 PBDTT-

DPP와 PC60BM을 블랜딩 한 구조를 접합시켜 투명하면

서도 자외선영역에서부터 근적외선영역까지 광 반응성

을 가지는 소자가 보고되었다 (그림 4 (a)) [14]. 밴드갭이 

3.0 eV 이상인 산화물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자외선 포토

디텍터로 국한되어 연구가 되어왔다. 반면, 넓은 파장 대

에서 광흡수를 나타내는 BHJ에서 exciton dissociation

에 의해 분리된 전자와 홀의 전달 특성에 의해 IGZO 트

랜지스터 또한 가시광-근적외선 영역에서 우수한 광응

답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파장에 따른 

detectivity는 가시광 영역에서 근적외선 영역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780 nm 파장에서 약 103 이상 차이

를 나타내었다. 선형 동작 범위(linear dynamic range, 

LDR)의 경우 780 nm 파장에서 기울기 1에 가까운 선형 

특성과 100 dB 이상의 우수한 광 응답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400 nm 파장에서 펄스 

응답 특성을 확인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산화물 반도체의 

deep level의 산소공공(oxygen vacancy)의 결함분포에 

의해 발생하는 영구 광전류 (persistent photo current, 

PPC) 현상으로 특성이 나쁘게 나타나게 되는데, BHJ-

IGZO 구조에서는 PPC 현상이 억제되고 우수한 펄스 응

답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상부 층에서 대부분 광흡수

를 통해 IGZO 채널 층의 PPC 현상이 억제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넓은 파장대의 광반응 

특성과 같이 새로운 광 센서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는데, 최근 그림 4 (b)와 같이 IGZO 트랜지스터와 

유기광다이오드로 구성된 플렉서블 X-ray 디텍터가 발

표되었다. 신틸레이터 (scintillator)로는 Tl이 도핑된 CsI

를 사용하여 550 nm emission을 유기광다이오드가 응답

그림 4. 가시광 영역에서 투명한 bulk-heterojunction polymer
와 IGZO 박막의 접합을 이용한 투명 포토트랜지스터의 전
자 전달 메커니즘 및 파장에 따른 detectivity, 외부양자
효율. (b) 유기광다이오드와 IGZO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X-ray 디텍터 구조 및 특성.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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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IGZO 트랜지스터에 신호를 전달하는 형태로 각각

의 픽셀을 읽어 화면에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15]. 

기판으로는 25 μm 두께의 polyethylene naphthalate 

(PEN)을 사용하고, 120 × 160 픽셀 어레이를 통해 플렉

서블 디텍터를 구성하였다. 이미지 품질에 대한 척도를 평

가하기 위해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측정

을 IEC 62220-1 표준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우수한 

edge 이미지 특성 또한 나타내었다. 

기존에 산화물 반도체 소자에 대한 연구가 소자의 특성 

향상과 공정법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

면, 최근 소자 개발 동향은 새로운 응용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광센서가 자외선 영역에 국한된 연구였다면, 새로운 재료

와의 조합을 통해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한 포토 디텍터나 

X-ray와 같은 특수 의료용 소자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2. 바이오센서 연구

앞서 산화물 반도체의 의료 분야 응용으로 X-ray 디텍

터를 살펴보았다면, 최근 바이오 인자에 대한 직접적인 

검출 특성에 관련된 센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기화학 트랜지스터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플랫

폼들이 제시되어 왔고, 피부나 특정 조직에 부착할 수 있

는 형태에 대한 응용 연구도 진행되면서 산화물 반도체 

소자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림 5 (a)

는 질병에 대한 예측이나 진단에 활용될 수 있는 센서 플

랫폼에 대한 연구로 최근에 파킨슨병에 대한 조기 진단을 

위한 기초연구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센싱하기 위

한 산화물 반도체 소자가 제안되었다 [16]. 도파민의 경

우 분자량이 작은 저분자(small molecule)로 매우 낮은 

농도 변화를 검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상기 연

구에서는 4 nm 이하의 초단막 In2O3 반도체 위에 도파민

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는 압타머

(aptamer)를 부착시켜 피코몰라(pico molar) 수준의 검

출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신경전달물질과도 우수

한 선택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도파민을 검출

하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는 인체 내 환경과 유사한 전해

질 분위기로 인산완충생리식염수(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를 이용하였으며, 전해질과 산화물 반도체 

그림 5. (a) 3.5 나노미터 인듐산화물 반도체 소자 기반의 신경전달물질 도파민 검출 센서 및 소자의 검출 특성 및 다양한 신경전달물질
의 선택 비. (b) 1.5 μm 두께의 폴리이미드 기판에 제작된 인듐산화물 반도체 소자의 부착 특성과 당 검출 센싱 결과. (c) IGZO 전
기화학 트랜지스터 구조 및 저전압 구동 소자 특성. (d) DNA의 표면 흡착 & 산화에 의한 IZO 트랜지스터의 전자 전달 메커니즘. 

(b)

(d)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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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양/음이온, 분자들을 축적(accumulation) 시킴

으로 electric double layer(EDL)을 형성, 소자를 구동시

켰다. 초단막 구조는 단위 부피당 표면적 비율(surface-

to-volume ratio)이 크고 표면의 물리적/화학적 charge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우수한 센싱 특성을 나타내

어 향후 다양한 바이오 인자에 대한 검출 플랫폼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b) 또한 3.5 nm 

두께의 In2O3 산화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학 

트랜지스터 대한 응용 연구로서, 눈물 내 당(glucose) 농

도 체크를 통해 비침윤성(non-invasive) 당 검출 센서 개

발에 관한 내용이다 [17]. 일반적으로 눈물에 포함한 당의 

농도는 3~15 mg/dL (당뇨환자 농도 수차 포함)로 혈액 

내 농도인 70~180 mg/dL 보다 10분의 1 수준보다 적다 

[18,19]. 따라서 낮은 농도에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상기 연구에서는 In2O3 산화물 반

도체 위에 glucose oxidase를 부착시키고 전해질 내에서 

glucose의 산화 과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by product)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는 센싱 경로를 활용하여 눈물 내 당 

농도 검출에 성공하였다. 또한, 1.5 μm 두께의 매우 얇

은 폴리이미드 필름 위에 소자를 제작하고 콘택트 렌즈나 

피부와 같은 곡률반경이 크거나 거친 표면에 부착시킬 수 

있는 플랫폼 구조를 제안하였다.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전기화학 트랜지스터에 대한 작동 원리와 신뢰성에 대한 

연구 또한 보고가 되었는데, 그림 5 (c)에서와 같이 IGZO 

산화물 반도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해질 내에서의 소자

의 기본 동작 특성과 장시간 동작에 따른 신뢰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 특히, 낮은 구동전압 (0.5 V)과 

높은 컨덕턴스 (~1.0 mS)를 나타내면서도 온-오프 전류

비가 107 이상으로 전해질 내에서 우수한 소자 특성을 발

표하였다. 또한, 전해질 내에서 8시간 이상 신뢰성 테스

트에서도 소자의 열화 현상 없이 동작할 수 있음을 관찰

하여, in vivo 연구에 산화물 반도체 소자의 활용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그림 5 (d)는 IZO 산화물 반도체 표면에

서 DNA와 결합 시 발생하는 산화 현상에 의한 표면 컨덕

턴스 변화 유추에 관한 내용으로 DNA 센싱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21]. Double crossover (DX) DNA와 IZO 표

면 사이에서의 반응을 50~400 nM 농도에 따라 소자의 

문턱전압, 슬로프, 드레인 전류 값이 변화함을 관찰되었

다. 드레인 전류의 큰 변화 없이 문턱전압, 슬로프, 오프

전류의 변화를 나타낸 반면, 특정 농도 이상에서는 드레

인 전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보다 자

세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4. 향후 전망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높은 이동도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화물 반도체가 지

난 15년 간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상용화 기술로 적용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15년이 더욱 기대되어지

는 대목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R&D 기술 응용에서 벗어

나 무궁무진한 응용 분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센서 기술

의 핵심 소재로서 최근 각광 받기 시작한 것은 산화물 반

도체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앞서 

살펴보았던 광 및 바이오센서 분야 이외에도 새로운 재

료 구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 및 산업 분야에 

깊이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린팅 기술을 기

반으로 하는 전자소자 제조 기술은 산업적으로 볼 때 국

내에서는 여전히 먼 미래 기술로 여겨지고 있지만, 미국

에서는 이미 2005년 백악관이 발표한 플렉서블 하이브

리드 전자소자 제조기술의 혁신 허브 (Flexible Hybrid 

Electronics Manufacturing Innovation Hub) 기구 설립

에 총 162개 회사를 비롯하여 정부연구소와 대학이 참여

하여 총 2,000억 원 규모의 연구 및 양산기술 개발에 투자

를 시작하고 있다. 실리콘 기술과 프린팅 기술의 접목에 

관련된 제조 기술과 기초 소재 및 소자 기술의 폭 넓은 접

근은 새로운 기술 선점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다. 프린팅 기반 산화물 반도

체 재료, 소자, 공정 기술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새

로운 기술로 뻗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 대한민

국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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