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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obtain the transistor with ambipolar transfer characteristics, IGZO/SiOC thin film transistor was prepared on

SiOC with various polarities as a gate insulator. The interface between a channel and insulator showed the Ohmic and Schottky

contacts in the bias field of −5V ~ +5V. These contact characteristics depended on the polarities of SiOC gate insulators. The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FTs were observed the Ohmic contact on SiOC with polarity, but Schottky contact on SiOC with

low polarity. The IGZO/SiOC thin film transistor with a Schottky contact in a short range bias electric field exhibited ambipolar

transfer characteristics, but that with Ohmic contact in a short range electric field showed unipolar characteristics by the trapping

phenomenon due to the trapped ionized defect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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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투명전도성 산화막이 광학적 소자로서 LED, 태

양전지, 투명디스플레 혹은 플렉서블 평판 소자에 응용

에 적용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투명전도성 물질로 ZnO 섬유아연(Wurtzite)구조를 갖

는 직접천이형 반도체로서 상온에서의 에너지 밴드갭과 엑

시톤 결합에너지가 각각 3.37 eV와 61 meV로 물리적, 광

학적 성질이 우수하다.1-4) 특히 ZnO는 상온의 열에너지

보다 높은 엑시톤 결합에너지를 가지고, 자외선 영역에

서 적외선 영역까지 밴드갭의 조절이 가능하여 청색 및

자외선 영역의 발광소자 재료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ZnO 기반의 광학적인 디바이스를 제작하는데 있어 n형

ZnO는 치환형 Zn와 산소의 공공으로 비교적 쉽게 구현

되지만, p형 ZnO를 위한 N, P, As 등의 5족 억셉터 불

순물은 에너지갭 내에 깊은 준위를 형성하거나 수소나

산소 등과 쉽게 결합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활성화되

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5-7) n-ZnO 분석한 연구가 보고

되었지만, 결정구조와 기판과의 격자부정합의 차이로 특

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렉서블 투명전

극물질로 비정질 구조의 IGZO 물질이 많이 연구되고 있

다. 투명기판디스플레이 소자에 적용하기 위한 IGZO 트

랜지스터의 최적화 공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의 비정질 트랜지스터가 이동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단

점이 있는 반면 IGZO 트랜지스터는 비정질특성임에도 이

동도가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8-10) 하지만 격자틈새 Zn

이온(Zni
2+)이나 산소 빈자리이온(Vo2+) 등과 같은 자연적

인 도너 이온이 존재하여 문턱전압이동의 안정성에 문

제점이 있어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ZnO 기반의 산화물반도체의 안정

성 문제는 주로 채널의 열적 광학적 스트레스에 의한 산

소공공 혹은 Zn 틈새이온의 트래핑 거동을 연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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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절연물질에 의한 의존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MOS(metal/

oxide/semiconductor) 구조의 박막형 트랜지스터의 전송

은 채널과 절연막 사이에서 게이트전극에 의한 전계에

너지를 부여할 수 있어서 전송특성이 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트랜지스터의 전달특성에 대한 연구는 쇼키

접촉과 오믹접촉에 의한 전계효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트래핑, 터널링, FN 터널링 등으로 설

명되어지고 있다.11-15) 또한 산화물 반도체트랜지스터는 산

화층 및 전극의 재료와 공정 방법 및 조건에 따라 소

자의 특성이 많이 변하므로 최적의 공정 조건을 찾는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산화물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전달특성과 기

판물질의 의존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게이트 절연막

의 특성에 따라서 전달특성이 양방향성을 나타내는 원

인을 연구하고 있다. 채널과 게이트 절연막 사이의 접

촉형태를 규명하기 위해서 IDS-VGS와 IDS-VDS의 전기적

인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게이트 절연막의 특성에 의존하는 IGZO/SiOC 트랜지

스터를 제작하여 전달특성을 살펴보았다. 게이트 절연막

으로는 SiOC박막을16,17) 이용하여 다양한 분극을 갖는 게

이트 절연막을 만들기 위해 산소의 유량을 변화시켰다.

게이트 절연막인 SiOC를 사용한 MOS(Metal-Oxide In-

sulator-Si wafer) 구조의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였다. SiOC

박막은 p-type(100)Si 기판 위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rf

마크네트론 스퍼터링방법에 의해서 증착되었다. 타겟소스

로는 SiC(Si:97 wt%, C:3 wt%) 2 inch을 이용하여 증착

시 RF파워는 13.56 Mhz에서 300 W이고 산소와 아르곤

혼합 개스에 의한 플라즈마를 유도하고 이온화된 원자

들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면서 박막이 증착되었다. 반응하

는 아르곤의 유량은 5 sccm으로 고정하였으며, 산소의 유

량은 10과 12 sccm 이었으며, 10분 동안 증착하였다.

SiOC 박막을 증착한 뒤 IGZO 채널층 역시 rf 마크네

트론 스퍼터 방법에 의해서 IGZO 타겟과 아르곤 가슬

20 sccm을 사용하였으며, 기판을 회전하면서 박막이 균

일하게 증착되도록 하였다. 금속전극은 알루미늄을 사용

하여 소스, 드레인 과 게이트 전극을 진공증착하였다.

IGZO와 SiOC를 증착하기 위한 조건 및 금속전극의 팬

턴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증착한 박막 저기적인 특성

은 4155A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를 이용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채널과 게이트 절연막의 접촉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IGZO/SiOC 트랜지스터의 IDS-VDS 특성에서 0V 바이어

스 전압근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Fig. 1은 게이트전극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Deposition RF magnetron sputtering

Target IGZO, SiOC

Gas for IGZO Ar = 20 sccm

Power 70 W

Substrate SiOC/p-Si

Gas for SiOC
O2 = 10 and 12 sccm

 Ar = 5 sccm fixed

Deposition time 10 min

Power 250 W

Analyzer HP4155A

Gate insulator SiOC

Channel thickness 50 nm

channel width 500 um

channel length 100 um

Fig. 1. (a) Characteristics about zero bias field of IDS-VDS curve of

IGZO/SiOC (10 sccm) TFTs, (b) Characteristics about zero bias

field of IDS-VDS curve of IGZO/SiOC (12 sccm) T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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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압을 0~20V를 각각 인가하였을 때 IDS-VDS 특성은

전압이 증가할수록 IDS-VDS 기울기가 증가하면서 많은 전

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a)는 0V 바이어

스 전압이 인가된 경우 쇼키접합을 이루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게이트전압이 증가하면서 오믹접합을 이루

고 있다. Fig. 1(b)는 전압에 따라서 쇼키접합을 이루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게이트 절연막인 SiOC 박막의

분극이 증가하면서 이온화된 트랩 결함들이 전하케리어

가 되면서 전도에 이용되기 때문에 옴접촉을 이루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Fig. 1(a)에서의 SiOC

박막의 특성은 분극이 적어서 전압이 증가해야 옴접합

특성을 갖게 된다. 게이트 절연막에서 분극은 일종의 누

설전류라고 할 수 있다. ± 2V 정도의 미소영역에서 ID-

VD 측정곡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게이

트 절연막은 분극이 없어야 한다. 만약에 분극이 있다

면 게이트 전압이 0V가 되더라도 게이트 절연막내에 이

온화된 전하들이 전류전달특성을 갖는 옴특성이 나타난

다. 게이트에 분극이 없으면 게이트 전압이 0V가 되면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Fig. 2는 IGZO/SiOC 트랜지스터의 IDS-VGS의 전달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2(a)는 음의 바이어스 전압과

양의 바이어스 전압 양방향에서 IDS-VGS의 전달특성이 보

여진다. 하지만 Fig. 2(b)의 경우 양의 방향에 대해서만

IDS-VGS의 전달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IGZO/SiOC (10 sccm) 트랜지스터의 IDS-VGS의 전달

특성은 ~10−8 A의 낮은 전류영역에서 나타나며, 한편

IGZO/SiOC (12 sccm) 트랜지스터의 IDS-VGS의 전달특성

은 ~10−7 A의 좀 더 높은 전류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SiOC 박막의 분극이 낮을수록 소수케리어의 효과가 낮

은 전류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

대적으로 SiOC 박막의 분극이 높을수록 소수케리어의 효

과가 감쇄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IGZO/SiOC (12 sccm) 트랜지스터의 IDS-VGS의 전달특성

은 다수케리어인 전자에 의한 트래핑효과가 두드러지면

서 음의 방향에서의 전달특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

다. 또한 문턱전압이동이 드레인전계가 증가할수록 개선

되고 있다. 문턱전압이동이란 0V를 기준으로 이상적인 소

자인 경우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흐르고 0에서 전류

가 흐르지 않는 on/off 특성이 명확해져야 하는데 실제

소자에서는 0V에서 on/off 가 정확히 일어나지 못하고

Fig. 2. (a) Transfer characteristics of IDS-VGS curve of IGZO/SiOC

(10 sccm) TFTs, (b) Transfer characteristics of IDS-VGS curve of

IGZO/SiOC (12 sccm) TFTs.

Fig. 3. (a) Characteristics of IDS-VDS curve of IGZO/SiOC (10 sccm)

TFTs,  (b) Characteristics of IDS-VDS curve of IGZO/SiOC (12 sccm)

T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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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좌우로 이동되며, 트랜지스터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

는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Fig. 3은 IGZO/SiOC 트랜지스터에 대한 −30V ~ +30V

사이의 영역에서 얻은 IDS-VDS의 입력특성으로 게이트절

연막과 채널 사이의 접합상태를 살펴보면, 0V 근처에서

의 쇼키접합의 유형을 살펴보면 Fig. 3(a)에서 쇼키접합

의 특성이 더 넓은 영역(−10V ~ +10V)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ig. 3(b)에서는 (−5V ~ +5V)

정도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Fig. 4는 IDS-VGS전달특성을 로그스케일로 변환하여 나

타낸 것으로 IGZO/SiOC 트랜지스터의 on/off 전달특성

을 알 수 있다. 드레인 전계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트랜

지스터의 성능은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on/off 전

달특성도 우수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Fig. 1(a)에서 보여

주듯이 쇼키접합을 나타내는 트랜지스터에서는 Fig. 4(a)

와 같은 양방향성 전달특성이 관찰되었으며, Fig. 1(b)에

서와 같이 옴특성만 관찰되는 트랜지서터에서는 Fig. 4(b)

와 같은 단방향성 전달특성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

방향성 트랜지스터의 특성은 일반적인 고 이동도 전자

트래핑 현상이 나타는 소자에서 관찰되어지는 현상과 일

치한다. 

4. 결 론

반도체소자에서 쇼키접촉은 전자소자를 만들 수 있는

근본 원리에 해당한다. IGZO/SiOC 트랜지스터를 제작하

여 IGZO 채널층과 게이트 절연막으로서 SiOC 박막의

접합에 의한 전기적인 상태를 살펴보았으며, 바이어스 전

압(−5V ~ +5V) 영역에서 게이트 절연막의 상태에 따라서

오믹접합 혹은 쇼키접합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바이어스 전압(−30V ~ +30V) 영역에서 IGZO/SiOC

트랜지스터는 전체적으로 쇼키접합을 이루고 있었다. 이

러한 특성은 IGZO/SiOC 트랜지스터가 전자소자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5V ~ +5V) 영역에서 게이트 절연막의 상태에 따라서 트

랜지스터의 전달특성은 양방향성 혹은 단방향성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장거리 영역에서나 단거리영역

에서 쇼키접합을 만들어내는 트랜지스터는 양방향성 전

달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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