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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 Nanowire (NW) field effect transistors (FETs) were fabricated on hard Si and flexible polyimide (PI) substrates,

and their electrical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Si NWs used as channels were synthesized by electroless etching method

at low temperature, and these NWs were refined using a centrifugation method to get the NWs to have an optimal diameter

and length for FETs. The gate insulator was poly(4-vinylphenol) (PVP), prepared using a spin-coating method on the PI

substrate. Gold was used as electrodes whose gap was 8 µm. These gold electrodes were deposited using a thermal evaporator.

Current-voltage (I-V) characteristics of the device were measured using a semiconductor analyzer, HP-4145B.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device were characterized through hole mobility, Ion/Ioff ratio and threshold volta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TFTs on PVP were similar to those of TFTs on SiO2. The bending durability of SiNWs TFTs

on PI substrate was also studied with increasing bending tim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lectrical properties were maintained

until the sample was folded about 500 times. But, after more than 1000 bending tests, drain current showed a rapid decrease

due to the defects caused by the roughness of the surface of the Si NWs and mismatches of the Si NWs with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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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나노기술은 물리학, 화학, 공학 및 의학 등 모

든 학문 분야에서 초미의 관심사로써 가까운 미래에 정

보전자, 소재, 의약,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전 응용 분야

에서 기술적 진보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돌

파구로 인식 되고 있다.1-3) 이러한 기술적인 관심 속에서

나노와이어는 기존의 재료들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트랜지

스터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의 발전에 일조 하고 있다.4-5)

기존의 3차원 혹은 2차원 형태의 무기재료의 경우 형

태가 변형되거나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경우 재료의 결

함으로 인하여 소자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단단한 기판을 이용한 트랜지스터가 제작되었다. 하

지만 다양한 산업 기반에 트랜지스터 소자가 접목되면서

접을 수 있고 구길 수도 있는 재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기류를 바탕으로 기존의 무기 트랜지

스터 구조 대신 유연한 성질을 갖는 1차원 무기 나노와

이어를 트랜지스터의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유연한 소자에

대한 응용의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6-7) 

본 연구에서는 유연한 성질을 갖는 반도체 물질로서 무

전해 식각법을 이용한 p-type Si 나노와이어를 합성하여

field-effect transistor (FET) 소자를 제작하고 그 전기적 특

성을 평가하였다. 유연한 성질을 갖는 polyimide (PI) 기

판을 사용하여 유연소자의 구조를 설계하고 제작하였으며

기존의 단단한 Si 기판을 이용한 소자와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제작된 유연소자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bending 실험으로 bending 횟수를 변화시켜가면서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나노와이어 합성을 위한 Si 기판은 기판 위의 유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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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각 RCA 세척법과 10% HF

용액을 이용하여 준비하였다. 나노와이어 합성에 사용된 Si

기판은 B가 도핑 된 1-10 Ω·cm 저항을 갖는 p-type의

(100) 방향의 기판을 사용하였다. 무전해 식각법을 이용한

Si 나노와이어 합성을 위한 촉매로 사용될 Ag 나노입자

는 무전해 금속 증착법을 이용하여 Si 기판 위에 증착하

였다. 10%의 HF와 0.02 M의 AgNO3 혼합용액에 세척된

Si 기판을 넣어 1분 동안 Ag 나노입자를 코팅한 후 여분

의 Ag 나노입자는 deionized (DI) water로 씻어 제거하였

다. Si을 무전해 식각하기 위하여 10%의 HF와 0.6%의

H2O2 혼합용액을 만들고, Ag 나노 입자가 증착된 Si 기

판을 이 혼합용액 속에 50oC에서 2시간 동안 넣어 식각

해 주었다. 식각을 통하여 합성된 Si 나노와이어는 10%

HF용액에 넣어 산화 막을 제거해 주고 DI water를 이용

하여 HF용액을 제거한 다음 N2로 건조하였다. 

제작된 Si 나노와이어의 전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FET 소자를 제작하였다. 과도핑된 p-type Si 기판을 하부

게이트로 사용하였고 그 위에 건식 산화된 SiO2 300 nm를

게이트 절연막으로 이용하였다. 합성된 Si 나노와이어는 기

판에서 떼어 내어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넣고 초음파를 이

용하여 분산시켜 준 후, 채널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SiO2 산

화 막 위에 떨어뜨려주었다. 전극은 source와 drain의 간격

이 8 µm인 shadow 마스크를 이용하여 Au를 200 nm 두께

로 thermal evaporation 방법을 통하여 증착시켰다.

유연기판 위에서 Si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FET 소자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판으로 PI를 사용하였다. 하부

게이트로는 PI 기판 위에 Al을 thermal evaporation 방법을

이용하여 200 nm 두께로 증착시켰다. 게이트 절연막은 poly

(4-vinylphenol) (PVP)을 polypylene glycol monomethy ether

acetate (PGMEA) 용매와 poly(melamin-co-formaldehyde)

(MMF) 경화제를 혼합하여 만든 10 wt%의 용액을 Al 게

이트 위에 스핀코팅 하였다. 코팅된 PVP층은 175oC의 오

븐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경화시켰다. Si 나노와이

어를 게이트 절연막 위에 분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나

노와이어가 분산된 용매인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의한 게

이트 절연막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슬라이드 유리 위에 나

노와이어를 먼저 분포 시킨 후 이를 poly(dimethylsiloxane)

(PDMS)에 찍어 낸 다음 PVP 층 위로 옮겨주었다. 마찬

가지로 source와 drain 전극은 간격이 8 µm인 Au를 이용

하였다. 

합성된 Si 나노와이어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Hitachi

S240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작된 FET 소자의 경우

반도체 소자 분석기인 HP-4145B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전

압을 인가하여 전류-전압(I-V) 곡선을 측정하였다. 유연기

판에 제작한 FET 소자는 bending 횟수를 1500회까지 증

가시켜가며 I-V를 측정하면서 전기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는 무전해 식각법을 이용하여 합성된 Si 나노

와이어를 SEM으로 관찰한 미세구조이다. 50oC의 온도에

서 2시간 동안 나노와이어를 식각하였을때, 길이 100 µm,

지름 10-300 nm의 나노와이어가 기판으로부터 수직배열 된

상태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b)는 합성된

Si 나노와이어를 이용하여 Si 기판 위에 만든 FET소자를

위에서 본 SEM 사진이다. 채널로 사용된 Si 나노와이어

가 SiO2 게이트 절연막 위에 놓여있고, 그 나노와이어를

8 µm 간격으로 경계된 source와 drain의 Au 전극이 덮어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전극

사이에서 유효한 나노와이어 채널 영역은 약 10 µm 길이

를 갖고, 나노와이어의 지름은 150 nm 임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Si 기판 위에서 제작된 FET의 전기적 특성은

I-V 측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Fig. 1(c)는 게이트 전압

(Vg)을 0 V 부터 −40 V 까지 −10 V의 단계로 변화시켜

가며 측정한 output 곡선 (Ids-Vds) 그래프 이다. 이를 통하

여 합성된 Si 나노와이어는 전형적인 p-type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무전해 시각법을 이용하여

합성된 Si 나노와이어는 Au와 Ohmic contact 갖는다.

Transfer 곡선 (Ids-Vg)은 −0.5 V의 source-drain 전압(Vds)

에서 측정하였다(Fig. 1(d)). Transfer 곡선 분석을 통하여

Ion/Ioff ratio, 문턱전압(Vth)은 각각 8 × 105과 5 V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노와이어에 적용되는 capacitance (C)는

식 C = 2πεε0L/ln(2h/r)으로 주어지는데, ε는 유전 상수, ε0

는 자유공간에서의 유전율, h는 절연막의 두께, 그리고 r

과 L은 각각 나노와이어의 반지름과 채널 영역의 길이를

나타낸다. 이때, SiO2의 ε는 유효 유전상수 값을 적용하

였으며 그 값은 2.2 이다.8) 이를 바탕으로 나노와이어의

hole concentration (nh)은 식 nh = CVth/eπr2L 으로부터 계

산할 수 있으며 C와 전하량(e)을 대입하였을때 1.1 × 1017

cm−3 값을 갖는다. 한편 나노와이어의 이동도(µeff)는 식

dI/dVg = µeff × (C/L2) × Vds 으로부터 계산 할 수 있으며

30 cm2/V·s 값을 갖는다.9) 그리고 이때의 subthreshold

swing (S)는 S = dvg/d(logIds)로부터 6.2 임을 확인 할 수

있다.10)

Si 나노와이어의 유연소자에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2(a)와 같은 구조의 FET 소자를 제작하였다. 기판은

PVP의 경화온도에서도 손상이 없고 유연한 성질을 갖는 PI

기판을 사용하였으며 그 위에 하부 게이트 전극으로 Al을,

그리고 게이트 절연막은 유연한 성질의 유기물인 PVP를 사

용하였다. Output 곡선은 게이트 전압(Vg)을 0 V 부터 −4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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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EM image of Si nanowires fabricated by aqueous solution method, (b) SEM image of the Si nanowire FET segment, (c) output

curve and (d) transfer curve of FET on Si substrate.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Si nanowire FET devices, (b) output curve and (c) transfer curve of FET on P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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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10 V의 단계로 변화시켜 가며 측정하였고, Au 전극

을 사용하였을 때 Ohmic contact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b)). Transfer 곡선은 −0.5 V의 source-drain 전압

(Vds)에서 측정하였으며(Fig. 2(c)), Ion/Ioff ratio와 Vth은 각각

2 × 105과 10.7 V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VP의 유전상수

4.1값을 적용하였을 때, 나노와이어의 nh와 µeff, 그리고 S

값은 각각 2.2 × 1017 cm−3, 27 cm2/V·s, 그리고 8.1 이다.

유연 기판을 이용하여 제작한 FET 소자의 경우 Si 기

판을 이용한 소자에 비하여 µeff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Vth 및 S 값이 상당히 커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Vth 값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나노와이어의 결함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커지게 되는데,11) 나노와이어와 게

이트 절연막 사이의 계면에 있어서 SiO2 막에 비하여 PVP

막의 거친 표면이 나노와이어와 게이트 절연막 사이의 결

함을 증가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S

값의 증가는 Au의 나쁜 점착특성에 의하여 나노와이어와

전극 계면 사이 결함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 기판을 사용한 FET 소자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

해서 bending 횟수를 증가시켜 가며 I-V를 측정하였다.

Bending 시험은 Fig. 3(a)와 같이 2 × 2 cm의 기판을 기준

으로 끝 단의 간격을 1 cm까지 좁히는 왕복운동으로 진

행하였다. Bending 횟수에 따른 Si 나노와이어 FET 소자

의 전기적 특성 변화를 transfer 곡선 그래프로 Fig. 4(b)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500 회까지의 bending 시험에서

는 전기적 특성이 초기의 특성과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1000회 이상부터 전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500회까지

Ion/Ioff ratio와 µeff가 8 × 103과 16 cm2/V·s으로 크게 감소

되었다. 이는 bending에 따른 나노와이어 자체의 결함의 증

가와 나노와이어와 게이트 절연막, 그리고 나노와이어와 전

극사이의 계면에서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단단한 Si 기판 대신 유연한 PI 기판을 사용한 FET 소

자의 경우 나노와이어의 이동도 차이는 크게 없었었으나

Vth 와 S 값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는 PVP와 나노와이어 사이의 계면 및 전극과 나노와이어

사이의 계면에서 결함이 증가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유연

기판에 제작한 FET 소자의 안정성을 시험한 결과, 500회

의 bending 횟수에서는 안정적인 전기적 특성을 보였지만

1000회 이상부터 전기적 특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500

회의 bending 횟수에서는 초기 소자보다 약 1/2배만큼 이

동도와 Ion/Ioff ratio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나노와이어의 결함 증가뿐만 아니라 나노와이어와 절

연막 및 전극 사이의 계면에서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특성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자의

passivation 및 구조 변화를 통하여 안정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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