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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temperature-dependen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solution-processed amorphous
InGaZnO thin-film transistors (a-IGZO TFTs) that were fabricated applying different annealing
times were studied. The TFTs were annealed in air for 30, 60, or 120 min at 400 ◦ C. All the samples
showed normal ON/OFF transfer characteristics with good performance at room temperature.
However, the sample to which the 120 min annealing had been applied showed a normal temperature
dependency and obeyed the Meyer-Neldel rule while the other samples (30 min and 60 min annealing
times) showed abnormal temperature dependencies. If the normal temperature dependency and the
corresponding Meyer-Neldel behavior are to be obtained for the solution-processed a-IGZO TFTs,
an amorphous phase and a complete sol-gel reaction are essential. In addition,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proper annealing time for solution-processed oxide-based
TFTs.
PACS numbers: 81.05.Gc, 81.20.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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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기반의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의 온도 의존성에 관한 재고찰
이승운 · 정재욱∗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청주 28644, 대한민국
(2017년 12월 1일 받음, 2017년 12월 21일 수정본 받음, 2017년 12월 27일 게재 확정)

본 논문에서는 솔루션 기반의 비정질 InGaZnO 박막 트랜지스터 (a-IGZO TFT) 의 측정 온도에 따른
의존성을 공기 분위기에서 소결 시간의 차이를 적용한 박막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결 온도
400 ◦ C에서 소결 시간을 30, 60, 120분 적용한 표본을 제작하여, 30에서 110 ◦ C 까지 온도를 바꾸어가며
트랜지스터의 전달특선 곡선을 얻었다. 그 결과, 실험실 온도에서 측정할 경우, 모든 박막 트렌지스터에서
좋은 성능의 정상적인 전달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측정 온도를 높여가면서 측정한 경우, 120분의 소결
시간을 적용한 박막트랜지스터에서만 정상적인 열적 활성화 특성 및 Meyer-Neldel 법칙이 성립하며, 그
이하의 소결 시간을 적용한 박막 트렌지스터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a-IGZO 박막 트렌지스터에서 정상적인 온도의존성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단순히 비정질의
상태 특성 뿐 아니라, 졸겔 (sol-gel) 반응의 완료가 필수 조건이며,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면 솔루션 기반의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의 제작 시 기준 시간을 설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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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본 소
자로써, 스위칭 및 드라이빙 역할을 해주는 핵심 소자로써,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산화물 indium-galliumzinc oxide thin-film transistor (a-IGZO TFT) 는 처음 발
명된 이후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메이저 디스플레이 회사에

II. 실험 방법
활 성 층 으 로 사 용 될 a-IGZO 용 액 의 제 작 은 indium nitrate hydrate (In(NO3 )3 ·xH2 O), gallium nitrate hydrate (Ga(NO3 )3 ·xH2 O), zinc acetate dehydrate
(Zn(C4 H6 O4 )·2H2 O) 를 2-methoxyethanol (C3 H8 O2 ) 에
용 해 시 키 고, 안 정 제 로 10% 의 mono-ethanolamine
(C2 H7 NO) 을 추가하였다. 다음 밀도높게 도핑된 n+ 웨

의해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을 만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퍼 (wafer) 를 건식 산화 (dry oxidation) 를 이용해서 200

[1]. 일반적으로 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의 연구를 위한 제작

nm의 SiO2 게이트 절연체를 제작하고, 준비된 용액을 스핀

방식은 진공 증착을 이용하여 만드는 방법과 솔루션 기반

코터를 이용해 4000 rpm, 25 sec의 조건에서 코팅하였다.

의 용액 코팅 방법이 있다 [2,3]. 진공공정의 경우 스퍼터

제작된 활성층은 공기 분위기에서 400 ◦ C의 머플 퍼니스

(sputter) 증착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높은

(muffle furnace) 를 이용하여 어닐링하였다. 이때 30 분

성능 및 수율, 대면적에서의 좋은 균질성 등의 특성을 보장

(30A 표본), 60분 (60A 표본) 및 120분 (120A 표본) 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에 있어서 진공 장비가 필요하고,

소결 시간에 차등을 두어 소자의 성능을 조절하였다. 마

대면적의 기판에 증착하기 위한 대면적 과녁을 필요로 하는

지막으로 200 nm의 Al S/D 층을 그림자 마스크 (shadow

등의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진공 공정의 공정상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용액 공정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 용액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한 솔루션 기반의 a-IGZO
박막 트렌지스터의 경우에는 진공 공정에 비해서 물리적,

mask) 를 통해서 열적 활성화를 이용하여 증착하였다. 열
측정에서 Al 전극의 장점은 전극과 활성 영역사이의 일함수
맞춤에 의한 옴 접촉 특성을 얻을 수 있어서, 쇼트키 장벽이
형성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접촉 저항의 온도 의존적 특성
을 최소화 하여 활성 영역의 온도 의존적 특성을 얻을 수

전기적 특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5]. 이 경우 활성층의

있다. 측정 온도에 따른 전달 특성 곡선을 얻기 위해서 30

낮은 밀도 및 용액 공정상의 용매에 의한 불순물 발생 등에

에서 110 ◦ C 까지 20 ◦ C 간격으로 온도를 올려가며 전기적

의한 다양한 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6]. 이러한 물리적

특성을 측정 하였다. 소자의 전기적 특성은 Keithely 4200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온도 의존적 전압-전류

SC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7]. 산화물을 포함한 일반적인
박막 트렌지스터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류가 같이
증가하는 열적 활성화 특성을 보인다. 온도에 따른 박막
트렌지스터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면, 박막
트렌지스터의 활성층의 결함 분포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8,9].

III. 결과 및 토의
Fig. 1(a)-(c) 는 각각 A30, A60 및 A120 표본 조건에서
측정 온도별 전달 특성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30 ◦ C에
서 시작해서 110 ◦ C까지 온도를 올려 가면서 측정한 결과,

본 논문에서는 솔루션 기반으로 제작된 a-IGZO 박막

어닐링 시간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먼저 고려해

트렌지스터의 온도 의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온도 의존적

야할 사항은 A30, A60 표본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특성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박막 트렌지스터가 120분 정도

드레인 전류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혹은 A120 표본과 반대

의 긴 시간의 어닐링 (annealing) 조건에서만 온도 의존적

의 경향성을 보이다가 박막 트렌지스터의 항복 현상 (break

특성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소자의 성능 차이를 주기 위

down) 현상이 일어나는 점이다. Fig. 1(a) 와 (b) 와 같이

해서 어닐링 시간을 30분, 60분 및 120 분으로 차등하였다.

측정 온도가 90 ◦ C 이상이 되면 A30과 A60 표본에서 박막

또한 온도 의존적 특성이 나타날 경우에만 Meyer-Neldel

트렌지스터의 전달 특성 곡선이 큰 이동을 보이거나, 소자의

법칙이 성립함을 증명하였다.

성능이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Fig. 1(b) 와
같이 A60 표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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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Temperature dependen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a) A30, (b) A60, and (c) A120 samples.
온도에 따른 박막 트렌지스터의 동작의 균질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충분한 어닐링 시간이 소자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c) 와 같이 A120
표본의 경우에는 측정 온도에 따른 전달 특성 곡선의 항복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110 ◦ C의 고온에까지 VT H
가 음성 이동 (negative shift) 하면서 전류가 증가하는 열적
활성화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항복 현상의
주요 원인은 Al 전극의 열적 확산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제작한 활성층의 경우에는 Al 전극을 증착한 후에 열 어닐
링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 Al 전극의 경우에는 녹는점이
비교적 낮아서 열에 취약하며, 특히 a-IGZO 활성층의 열
처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hydroxyl기나 nitrate기와
같은 불순물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불순물은 Al 전극의
전도성을 떨어뜨리고 녹는점을 낮추어서 온도 상승에 의해
서 활성층 쪽으로 쉽게 확산이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A30와 A60 표본과 같이 어닐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표본의 경우에는 Al 확산 및 활성층에 잔존해 있던 다량
의 불순물의 영향에 의해서 고온의 측정에서 소자 성능이
급격히 감소하며, 활성층의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된 A120
표본의 경우만이 정상적인 온도 의존적 전달 특성 곡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a) 와 (b) 는 A30과 A120 표본에서 온도에 따른
아르헤니우스 (Arrhenius) 도표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앞
서 설명한 항복이 일어나는 현상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먼저 Fig. 2(a) 의 A30 표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박막 트렌
지스터에서 관찰되는 온도 상승에 따른 열적 활성화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
류가 점차 줄어들다가 항복온도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A120 표본의 경우에는 박막
트렌지스터의 일반적인 열적 활성화 현상을 110 ◦ C의 고온
까지 관찰할 수 있다. A120 표본에 대해서 열적 활성화에
의해 고온으로 접근할수록 전류가 증가하며, 다음과 같은
활성에 의한 전류-온도관계의 식을 얻을 수 있다.
IDS = IDS0 exp(−Ea /kT )

(1)

이때 Ea 는 아르헤니우스 도표 상의 활성 에너지, IDS0 는 전
인자 (prefactor), k 는 볼츠만 상수 (Boltzmann constant),
T 는 측정 온도를 나타낸다. 활성 에너지는 전도띠와 페르미
준위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Ec − EF ). Fig. 2(c) 는 각
VGS 전압에 대해서 추출된 Ea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낮은 VGS (VGS < 4 V) 전압에 대해서는 Ea 값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높은 VGS 전압 (VGS > 4 V) 에 대해서는 Ea
값이 천천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VGS 전압 값에
대한 Ea 의 감소량은 밴드갭 내에서의 상태 밀도 (density
of states, DOS) 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7]. 각각의
감소 속도는 밴드갭 내에서의 딥 상태 (deep state) 및 테일
상태 (tail state) 의 분포 경향을 나타내며, 밴드갭의 깊은
영역에는 적은 양의 딥 상태가 존재하고, 전도띠 가장자리
근처에는 많은 양의 테일 상태로 DOS가 이루어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120 조건의 박막
트렌지스터 소자가 일반적인 솔루션 기반의 a-IGZO 박막
트렌지스터의 DOS 분포를 따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A30
과 A60 표본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온도 의존적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닐링 시간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30과 A60 표본의 경우에는 졸-겔 반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탄소 및 -OH기와 결합한 화합물
상태의 In, Ga, 및 Zn가 존재하며, 페르미 준위의 고정 등
에 의해 9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오히려 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이는 것처럼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
Fig. 2(d) 는 온도에 따른 전계이동도 (field-effect mobility, µF E )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A30과 A60 소자의 경우
µF E 가 낮고 온도 의존성 또한 없거나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120 소자의 경우에는 두 소자에 비해서 4 cm2 /V·s
부근의 매우 높은 µF E 값을 얻었지만, 역시 온도 의존성은
매우 작다. 이러한 특성은 VGS 전압이 높은 경우에는 전달
커브의 열적 활성화 특성이 작아지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이것은 페르미 준위가 전도띠 근처에 있을 경우
에는 VGS 전압이 크게 높아지더라도 페르미 준위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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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Arrhenius plots of (a) A30 and (b) A120 samples. (c) Extracted activation energy from (b) (d)
Arrhenius plots of field-effect mobility for A30, A60, and A120 samples.
Meyer-Neldel 법칙 (Meyer-Neldel rule, MN rule) 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비정질 기반의 박막 트렌지스터에서 관찰이
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IDS0 = IDS00 exp(Ea /EM N )

Fig. 3. IDS0 vs. Ea plot for A120 sample. The extracted
values of IDS0 0 and EM N were about 3.24 × 10−5 A and
34.2 meV, respectively.
크지 않은 (Fig. 2(c) 의 Ea 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결과와
일치한다.
비정질 물질을 이용하여 제작한 박막 트렌지스터의 경우
에는 IDS0 와 Ea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이 W. Meyer
와 H. Neldel에 의해 증명되었다 [10, 11]. 이러한 관계를

(2)

이때 IDS0 0는 전인자 (prefactor), EM N 은 Meyer-Neldel
에너지를 나타낸다. Fig. 3은 식 (2) 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Ea 와 IDS0 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식 (2) 의 결과와
같이 IDS0 와 Ea 는 지수의 관계가 있으며, 그 범위는 10−1
부터 1015 A 정도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EM N 는 34.2 meV로 추출되었으며, 다른
종류의 유기물 및 무기물 박막 트렌지스터에서 추출한 값과
비슷한 값을 갖는다. 즉, 상태 밀도의 분포와 띠 값 (band
parameter) 등이 다른 각기 다른 종류의 박막 트렌지스터
등이 모두 30 meV 근방의 EM N 값을 갖는 보편적 규칙이
존재한다 [7,12,13]. 비정질 기반의 반도체에서 MN 법칙
이 성립하는 이유는 비정질 반도체 고유의 다수의 잡힘
(multiple trapping) 현상이나 페르미 준위의 통계적 이동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작한 비정질
박막 트렌지스터의 비정질 특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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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images of (a) A30, (b) A60, and (c) A120
samples.
그러나 A30과 A60 표본과 같이 특정조건에서는 비정질
박막 트렌지스터가 열적 활성화 및 MN 법칙을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특이하다. A30과 A60 표본의 경우와 같이
박막 트렌지스터의 ON/OFF 특성을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
에도 항복이 일어나기 전의 90 ◦ C 이하의 온도 영역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것은 열적 활성화 특성과

Fig. 5. (Color online) Hysteresis of transfer curves of (a)
A30 and (b) A120 samples.

MN 법칙이 성립하기위한 조건이 반도체 영역의 비정질 조
건과 더불어서, 솔루션 기반의 박막 트렌지스터의 경우에는
반도체 물질의 겔 (gel) 상태로의 변화가 완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응의 완결 여부는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Fig. 4(a) 에서 (c) 는 각 표본에 대한 SEM 표면 사진을
나타낸다. A30 및 A60 표본의 경우에는 표면이 상대적으로
깨끗하여 졸-겔 변화가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120
표본의 경우에만 수∼ 수십 nm 크기의 겔 상태의 a-IGZO
입자가 관찰되는 앞서의 온도 의존적 특성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준다. 따라서 활성 영역의 다양한 nitrate
및 hydroxyl기와 같은 불순문의 영향을 벗어나서 sol 상태
에서 완전한 겔 상태로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400 ◦ C의

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불순
물에서 기인하는 활성층/절연체의 계면상의 결함의 DOS
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으며, 불완전한 어닐링의 경우에는
DOS의 증가가 매우 큰 사실을 알 수 있다.
솔루션 기반의 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와 같이 졸-겔 기
반의 박막 트렌지스터를 제작할 경우, 어닐링 시간이 충분
하지 않으며 비정질 반도체의 일반적인 특성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은 온
도에 따른 전달 특성의 측정만을 통해서 박막 트렌지스터의
최적화된 어닐링 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온도조건에서 2시간 이상의 어닐링 시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Fig. 5는 A30과 A120 표본에 대한 히스테리시스 (hysteresis)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최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InO 및 ZnO를 이용한 용액 공정 박막 트렌지스터
에서 열처리 온도가 낮을수록 남아있는 hydroxyl 및 nitrate
기와 같은 불순물에 의해서 큰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이와 유사하게 A30 표본 (∼10
V) 에서 A120 (∼10 V) 표본에 비교해서 큰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Fig. 4

우리는 air 분위기에서 어닐링 시간 조건에 따른 a-IGZO
박막 트렌지스터의 열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시간
의 어닐링 시간이 주어지면 일반적인 열적 활성화 특성 및
Meyer-Neldel 법칙이 성립함을 확인하였으며, 어닐링 시
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그 이유는 어닐링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sol
상태의 a-IGZO 용액이 겔 상태로의 반응이 완벽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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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불순물이 활성층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
성을 활용하면 온도 의존적 전압-전류 측정을 통해 솔루션

[3] C. G. Choi, S.-J. Seo and B.-S. Bae, Electrochem.

기반의 산화물 반도체에서 적절한 어닐링 시간을 찾아내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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