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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ution-processed oxide thin-film transistors (TFTs) have garnered great attention, owing to their many advantages, such as low-cost,

large area available for fabrication, mechanical flexibility, and optical transparency. Negative bias stress (NBS)-induced instability of sol-

gel IGZO TFTs is one of the biggest concerns arising in practical applications. Thus, understanding the bias stress effect on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sol-gel IGZO TFTs and proposing an effective recovery method for negative bias stressed TFTs is requir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variation of transfer characteristics and the corresponding electrical parameters of sol-gel IGZO TFTs caused by

NBS and positive bias recovery (PBR). Furthermore, we proposed an effective PBR method for the recovery of negative bias stressed

sol-gel IGZO TFTs. The threshold voltage and field-effect mobility were affected by NBS and PBR, while current on/off ratio and sub-

threshold swing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The transfer characteristic of negative bias stressed IGZO TFTs increased in the positive

direction after applying PBR with a negative drain voltage, compared to PBR with a positive drain voltage or a drain voltage of 0 V.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recovery time of negative bias stressed sol-gel IGZO T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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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차세대 전자소자 구현의 기대와 함께 기존의 실리콘 기

반 전자소자와 다른 물리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유

기물, 산화물 그리고 저차원 재료 기반의 반도체 소재 및 전자

소자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2]. 산화물 반도

체는 높은 광학적 투명도, 기계적 유연성 그리고 뛰어난 전기적

특성을 가져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센서 응용을 위한 박막 트랜

지스터 (Thin-Film Transistor, TFT)의 반도체 층으로서 많은 각

광을 받고 있다 [3,4]. 대표적인 산화물 반도체인 Indium-Gallium-

Zinc-Oxide (IGZO)는 비정질 특성으로 인해 균일도가 높고 각

원소의 비율의 조절을 통해 전기적 특성을 정확히 제어할 수 있

어서 학문적, 산업적으로 주목 받으며 현재와 미래 전자소자를

이끌어갈 핵심 반도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5,6]. 

한편, 졸-겔(sol-gel) 공법은 기존의 스퍼터링, atomic layer

deposition (ALD) 등과 같은 진공 공정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게

공정이 가능하여 전자소자의 저가 및 대면적화를 가능케 것으

로 기대되어 최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7-9]. 하지

만, 졸-겔 공법으로 형성된 IGZO 박막은 기존의 진공 공정으로

형성된 IGZO박막에 비해 핀홀과 포어 등 물리적, 화학적 결함

이 많아 전기적 특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10]. 특

히, 졸-겔 공법 기반 IGZO TFT에서 negative bias stress (NBS)

로 인한 불안정성은 소자의 상용화 관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꼽

히고 있다 [11]. NBS로 인한 불안정성은 산화물 TFT에 음의 게

이트 전압이 가해질 때 소자 전달 특성이 음의 방향으로 크게

이동하는 현상으로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반도체와 달리 산화

물 반도체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진공 공정 기

반의 IGZO TFT 또한 이러한 불안정성을 가지지만 빛이 함께

가해지지 않는다면 미미한 불안정성을 보이는 반면, 졸-겔 공정

기반의 IGZO TFT는 비교적 박막의 질이 낮고 용액화 과정에

서 유기 불순물이 첨가되어 NBS에 의해 소자가 영향을 쉽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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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극심한 전기적 불안정성을 보인다 [12]. 신뢰성은 전기적 특

성과 함께 단위소자의 산업화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IGZO TFT의 전기적 특성은 상당히 우수하여 현재 신뢰성의 수

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산업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

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산화물 TFT 특히, 졸-겔 공정 기반 IGZO 기반 TFT의 NBS

로 인한 불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

며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정 용액이나 원소를 산화물 용액

에 섞어주거나 공정 중 도포 혹은 도핑하여 산소 공공 (Oxygen

vacancy) 결함이나 유기 화학 성분으로 인한 결함을 제거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다 [13]. 혹은 보호막을 형

성하여 산소 및 수분의 침투를 막음과 동시에 보호막의 산소 혹

은 질소 등 반도체 층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원소를 확산

시켜 반도체 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14].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추가적 공정이 필요하거나 NBS가 길

게 가해지면 여전히 문턱전압의 음 방향 이동을 보일 수 있다

는 한계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양의 바이어스를 통한 회복

(Positive Bias Recovery, PBR)이다. 양의 전압이 NBS로 인해

활성층과 게이트 절연층 계면의 트랩 사이트에 트랩된 양의 전

하를 탈출 시킴으로써 다시 TFT의 문턱전압 및 전달 특성을 원

래 상태로 회복 시키는 방법이다 [15]. 이러한 방법은 추가적 공

정이 필요 없고 완성된 전자소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여 전자

소자의 수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

반적으로 음의 바이어스가 가해진 시간만큼 양의 바이어스가 가

해져야 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하여 한계점

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졸-겔 IGZO TFT의 NBS와 PBR로 인

한 전달 특성과 전기적 파라미터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

으로 NBS를 받은 졸-겔 IGZO TFT의 효과적 PBR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NBS와 PBR 인가 시간에 따라 졸-겔 IGZO TFT

의 전계 효과 이동도, 전류 점멸비, 문턱전압 이하 기울기 그리

고 문턱전압 등 TFT의 중요한 전기적 특성들의 변화를 이해하

였다. 더 나아가, 드레인 전극에 음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게이

트 전극에만 양의 전압을 인가하는 일반적인 PBR에 비해 더 큰

회복 효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NBS

로 인한 IGZO TFT의 전달 특성의 이동을 빠른 시간 내에 효

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2.1 IGZO 반도체 용액 준비

IGZO 전구체(precursor) 용액은 226 mg의 인듐 질산 수화물

(indium nitrate hydrte) [In(NO3)3•χH2O], 20 mg의 갈륨 질산 수

화물(gallium nitrate hydrate) [Ga(NO3)3•χH2O] 및 96 mg의 아연

질산 수화물(zinc nitrate hydrate) [Zn(NO3)3•χ H2O]을 5ml의 메

톡시 에탄올(2-methoxyethanol) 용해시켜 합성되었다. 모노 에

탄올 아민(monoethanolamine)을 안정화제로서 첨가 하였다. 6

시간 동안 상온에서 스터링 한 후, 용액을 0.2 µm 시린지 필터

를 통해 여과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2.2 IGZO TFT 공정

Fig. 1의 inset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게이트 상부-접촉(bottom-

gate top-contact) 구조의 IGZO TFT가 제작되었다. 게이트 절연

층을 위해 두께가 100nm 인 SiO2 층을 heavily doped p-type Si

에 열 성장시켰다. Si/SiO2웨이퍼를 각 10분씩 순차적으로 아세

톤(acetone), 이소 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hol) 그리고 초순

수(de-ionized water)에 담구고 초음파 처리를 하여 유기잔여물

및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잔류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웨이퍼를

질소 가스 하에서 건조시키고 200oC의 핫 플레이트에서 30 분

동안 열처리하였다. IGZO 용액을 클리닝 된 기판에 코팅하기

전에, 기판을 UV/ozone에 30분 동안 노출시켜 표면에너지를 증

가시키고 유기 잔여물을 제거 하여 IGZO용액이 고르게 도포되

도록 하였다. 기판에 IGZO 용액을 4000rpm에서 30초 동안 스

핀 –코팅(spin-coating)하여 얇고 균일한 IGZO 박막을 형성하였

다. IGZO가 스핀-코팅된 웨이퍼는 핫 플레이트에서 120oC, 10

분동안 열처리하는 pre-annealing 단계를 거쳤으며, 이 과정을

통해 IGZO용액의 용매를 증발시키고 IGZO 박막을 형성하였

다. Pre-annealing 후 일반적인 대기 환경을 가지는 furnace에

서 40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여 IGZO 반도체를

활성화 시켰다. 소스와 드레인 전극을 위해 알루미늄이 열 증착

기(thermal evaporator)를 통해 1Å/s의 증착 속도로 IGZO 필름

상에 증착되었다. 전극의 두께는 50 nm, 채널 길이 (L) 및 폭

(W)은 각각 100 및 1000 μm이다. 

2.3 IGZO TFT 측정

완성된 졸-겔 IGZO TFT의 전기적 특성은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 (4156C, Agilent)를 통해 측정되었다. 모든

소자는 상온의 어두운 환경에서 측정되었다. 전달 특성 측정을

위해 드레인 전압(VD)은 40 V 그리고 게이트 전압(VG)은 -30 V

에서 40 V까지 인가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졸-겔 IGZO TFT의 전기적 특성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작된 졸-겔 IGZO TFT의 전달 특성

을 보여준다. 포화상태에서 전계 효과 이동도 (field-effect mobility)

는 14.214 cm2/Vs 이며 전류 점멸비(current on/off ratio)는 3.5×107

I 6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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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Off 상태에서 10-11 A정도의 낮은 누설전류가 흘렀다. 졸

-겔 IGZO TFT의 문턱전압이하 기울기(Subthreshold Swing,

SS)(dVG/dlog10(ID))는 0.476 V/dec이다. 또한 3.81 V의 문턱전

압을 보였다..

3.2 NBS와 PBR에 의한 졸-겔 IGZO TFT의 전기적

특성 변화

지속적인 음과 양의 게이트 전압이 졸-겔 IGZO TFT의 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Fig. 2(a)는 negative bias 인

가 시간에 따른 졸-겔 IGZO TFT의 전달 특성 이동을 보여주며

Fig. 2(b)는 양의 바이어스 인가 시간에 따른 2000초의 NBS를

받은 졸-겔 IGZO TFT의 전달 특성 회복을 보여준다. Fig. 2(a)

와 같이 VG= -30 V, VD= 0 V의 음의 게이트 전압이 인가됨에

따라 TFT의 전달 특성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측되

었다. 음의 게이트 전압으로 인해 반도체 층의 정공과 이온화된

산소 공공이 게이트 절연막 및 게이트 절연막-반도체 계면으로

트랩되는 현상이 일어난다[15]. 따라서 음의 전압이 가해지는 시

간이 길어질수록 계면에 트랩이 되거나 게이트 절연막으로 포

획 및 주입되는 홀이 많아지며 전달 특성은 점차 음으로 이동

된다. 음으로 이동한 전달 특성은 이 후 NBS가 제거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초기 상태로 회복하지 못한다. 또한 NBS시간이 길

어짐에 따라 on-전류가 점차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

초의 NBS이 가해진 IGZO TFT에 VG= 30 V, VD= 0 V의 양의

게이트 전압을 가하여 Fig. 2(b)와 같이 회복 효과를 관측하였

다. NBS로 인해 음의 방향으로 이동된 전달 특성이 PBR의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회복하는 것을 보였으며 2000초의

PBR을 거친 IGZO TFT의 전달 특성(파란선)은 초기 상태의 전

달특성(빨간선)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게이트 절연체-반도체 계면에 트랩된 양 전하를 가지는 정

공과 이온화된 산소 공공이 빠져 나오기 때문이다 [15]. 

Fig. 3은 NBS와 NBS 이후 PBR로 인한 졸-겔 IGZO TFT의

전기적 특성들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 3(a)는 초기 상태, NBS

그리고 PBS의 시간에 따른 문턱 전압과 전계 효과 이동도를 나

타낸다. 초기상태의 문턱 전압과 이동도는 각각 3.81 V와 14.214

cm2/Vs 였으나 NBS가 가해짐에 따라 문턱전압은 음의 방향으

로 이동하고 전계 효과 이동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2000초의 NBS가 가해진 후 TFT의 문턱전압은

-2.21 V로 음의 방향으로 6.02 V 이동하였으며 전계 효과 이동

도는 16.556 cm2/Vs 로 1.342 cm2/Vs 증가하였다. 2000초의 NBS

를 가한 이후 양의 게이트 전압에 의해 문턱 전압과 전계 효과

이동도 모두 초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종적으

로 2000초의 PBR이후 문턱 전압과 전계 효과 이동도는 각각

3.61 V와 14.289 cm2/V로 초기 상태의 특성과 거의 동일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NBS와 PBR로 인한 문턱전압과 전계 효과

이동도의 큰 변화는 기존의 스퍼터링이나 ALD 등 진공 공정으

로 형성된 IGZO TFT에 비해 졸-겔 IGZO TFT가 게이트 전압

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용액 공정의 특성 상 반도

체가 가장 먼저 용액 상태로 형성되며 용액 내의 유기 화학물

질들이 고체화 및 활성화 된 IGZO 박막의 전기적, 물리적, 화

학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진공 공정 기반 IGZO

TFT는 NBS보다는 빛과 음 전압이 함께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negative bias illumination stress 에서 큰 불안정성을 보이지만

졸-겔 IGZO TFT는 빛이 없이 음의 게이트 전압만 가해지는

NBS에 의해서도 큰 불안정성을 보인다. 또한 용액 공정으로 형

성된 IGZO 박막은 진공 공정으로 형성된 IGZO 박막에 비해

비교적 불안정적인 박막 형성 과정을 거치며 산소 공공 결함이

많아 NBS에 의한 소자의 안정성이 더욱 낮다 [14].

NBS와 PBR에 의해 졸-겔 IGZO TFT의 문턱 전압과 전계 효

과 이동도가 큰 변화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Fig. 2(b)와 같이 전

류 점멸비와 SS는 큰 변화나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게

이트 전압의 인가에 따라 산소 공공 혹은 캐리어들이 트랩(trap)

혹은 디트랩(de-trap)되어 전달 특성이 음 혹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할 뿐, off 상태와 on 상태의 전류 레벨 및 트랜지스터의

Fig. 1. Transfer characteristic curves of sol-gel IGZO TFT. Inset

shows structure of fabricated IGZO TFT.

Fig. 2. Transfer characteristics as a function of (a) stress time under

NBS and (b) recovery time under PBR of IGZO T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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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상태와 on 상태 사이의 스위칭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3.3 드레인 음 전압 인가를 통한 효과적 PBR

음 전압 스트레스를 받은 졸-겔 IGZO TFT의 효과적인 양 전

압 회복을 위해 PBR에서 드레인 전압을 함께 가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Fig. 4는 PBR에서의 드레인 전압이 TFT의 전달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Fig. 4(a)는 VG= +30 V, VD= +30 V의

PBR(case 1)을, 4(b)는 VG= +30 V, VD= 0 V의 PBR(case 2)을 그

리고 4(c)는 VG= +30 V, VD= -30 V의 PBR(case 3)을 각각 2000

초 동안 가해주었다. 앞서 보인 바와 같이 초기상태(검은 선)에

서 2000초의 NBS를 가하자 전달 특성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

였으며(빨간 선)이 후 양의 전압을 2000초 가하자 다시 양의 방

향으로 전달 특성이 이동하였다. 양의 게이트 전압과 함께 드레

인에 양의 전압 혹은 0 V를 가했을 때와 달리 음의 전압을 가

하자 초기 상태를 넘어서 양의 방향으로 크게 이동하였다. 

Fig. 5는 case 1, case 2 그리고 case 3 각각의 TFT 문턱전압

이동을 나타낸다. PBR에서 드레인 전극에 양의 전압 혹은 0 V

가 가해진 case 1과 2는 2000초의 NBS가 가해진 TFT의 문턱

전압에서 각각 6.18 V와 6.13 V 이동하였다. 초기 상태와 비교

하여 각각 음의 방향으로 0.28 V와 0.20 V이동하였다. 즉, 드레

인 전극에 양의 전압이 PBR에서 전달 특성과 문턱 전압의 회

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음의 전압이 가해진

case 3에서는 문턱 전압이 NBS가 가해진 TFT의 문턱전압에서

9.55 V 이동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00초의 NBS와 2000초의

PBR이 연속적으로 가해진 후 초기 상태와 비교하여 양의 방향

으로 3.12 V이동하였다. 이 것은 동일한 시간 동안 양의 게이

트 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전달 특성과 문턱 전압이 양의 방향으

로 많이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NBS가 가해진 TFT에 음의

드레인 전압과 함께 양 게이트 전압을 가하면 비교적 짧은 시

간 안에 효과적으로 초기 상태로 전기적 특성이 회복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드레인 부분에서 수직으로 발생

하는 전계가 강해지며 트랩되어 있던 홀 또는 전자 공공이 쉽

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16].

4. 결 론

NBS로 인한 불안정성은 산화물 트랜지스터, 특히 졸-겔 공정

기반 산화물 TFT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는 NBS와 PBR에 의한 졸-겔 IGZO TFT의 전달

특성과 전기적 파라미터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문턱 전압과

Fig. 3. Variation of the (a) threshold voltage and field-effect mobility

and (b) current on/off ratio and subthreshold swing of IGZO

TFT as a function of NBS and PBR time.

Fig. 4. Transfer characteristics of initial (black line), after application

of NBS for VG= -30 V (red line) and PBR with VG= +30 V

and various VD (blue line): (a) 30 V of VD for PBR (case 1),

(b) 0 V of VD for PBR (case 2), (c) -30 V of VD for PBR (case

3).

Fig. 5. Variation of the threshold voltage shifts after NBS and PBR

of IGZO T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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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 효과 이동도는 NBS와 PBR의 영향을 받았다. NBS로 인

해 정공과 이온화된 전자 공공이 게이트 절연체-반도체 계면에

트랩되어 음의 방향으로 이동된 전달 특성이 PBR로 인해 정공

과 전자 공공이 디트랩되며 전달 특성이 초기 상태에 가깝게 회

복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는 NBS가 가해진

IGZO TFT의 전달 특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PBR 방법을 제

안하였다. NBS가 가해진 IGZO TFT의 전달 특성은 양의 전압

또는 0 V의 드레인 전압을 갖는 PBR 에 비해 음의 드레인 전

압을 갖는 PBR을 가할 경우 전달 특성이 양의 방향으로 더 크

게 이동하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NBS가 가해진 TFT의

전달 특성을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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