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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정질 InGaZnO 박막 두께가 다른 무접합 트랜지스터를 제작하고 두께에 따른 양과 음의 게이트 스트레스 전압 

및 빛을 비춘 상태에서  소자 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채널 박막 두께가 얇을수록 게이트 스트레스 및 빛이 인가된 

상태에서 문턱전압 및 드레인 전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원인을  stretched-exponential 모델과 소자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여 설명하였다.  박막이 얇을수록 캐리어 트랩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자나 홀이 빨리 활성화되는 

것과 채널 박막의 뒷부분에서 채널의 수직 전계가 증가하여 전자나 홀을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IGZO 무접합 트랜지스터 제작에서 채널 박막의 두께를 결정할 때 채널 박막 두께가 얇을수록 소자 불안정성이 큰 것

을 고려해야 됨을 알 수 있다.   

ABSTRACT 

In this work, a junctionless transistor with different film thickness of amorphous InGaZnO has been fabricated and 
it’s instability has been analyzed with different film thickness under positive and negative gate stress as well as light 
illumination.  It was found that the threshold voltage shift and the variation of drain current have been increased with 
decrease of film thickness under the condition of gate stress and light illumination.  The reasons for the observed results 
have been explained by stretched-exponential model and device simulation. Due to the reduced carrier trapping time 
with decrease of film thickness, electrons and holes can be activated easily.  Due to the increase of vertical channel 
electric field reaching the back interface with decrease of film thickness, more electrons and holes can be accumulated 
in back interface. When one decides the film thickness for the fabrication of junctionless transistor,  the more 
significant device instability with decrease of film thicknes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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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화물 반도체인 비정질 InGaZnO (a-IGZO) 박막 트

랜지스터 (Thin Film Transistors: TFTs)는 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에 비해 높은 전자 이동도와 구동전류 대 누

설전류 ( ION/IOFF) 비율 등의 우수한 전기적 특성 외에  

넓은 면적의 박막 증착이 용이하므로 차세대 디스플레

이 소자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a-IGZO TFTs의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재료는 접촉저항이 적은 금속을 

사용하고 있으나 빛의 투과성이 낮으므로 ITO (Indium 

Thin Oxide)와  IGZO 박막을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1-3]. ITO 소스 및 드레인 전극은 투명하지만 

후공정에서 투명도가 변하는 단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

다[1]. 특히 IGZO 박막을 소스 드레인 전극재료로 사용

하면 소자 공정 시 같은 스퍼터링 챔버를 사용할 수 있

으므로 공정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채널 

박막과 소스 및 드레인 전극이 같으므로 무접합 트랜지

스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4,5]. 

무접합 트랜지스터는 실리콘 CMOS 소자의 크기가 

나노미터로 축소되면서 단채널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제안된 소자구조이다[6]. 

CMOS 소자에서 단채널 현상을 줄이기 위해 채널 불순

물 도핑을 높게 하는 경우 소스 및 드레인을 PN 접합으

로 하지 않고 채널을 연장하여 소스 및 드레인 전극으

로 사용하는 구조이다. 무접합 트랜지스터의 주된 동작

원리는 게이트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OFF 상태에서

는 채널 전자가 완전히 공핍이 되고 게이트에 문턱전압 

보다 높은 전압이 인가된 ON 상태에서는 전자에 의한 

채널이 형성 되는 것이다. 무접합 트랜지스터의 주요 

소자 설계 변수로는 박막의 두께, 게이트 일함수, 산화

층 두께, 유전상수가 높은 게이트 산화층 물질 등이다 

[7, 8].  박막의 두께가 얇을수록 소자의 OFF 특성이 우

수하므로 소자 설계가 용이하다. 그러나 산화물 반도체 

소자에서는 박막의 두께가 얇을수록 전자 이동도가 낮

으므로 구동전류가 감소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9,10].  

a-IGZO TFTs의 소자 불안정성으로 가장 큰 문제점

은 높은 게이트 전압에서  문턱전압의 변화와 구동전류

의 변화이다. 양의 게이트 스트레스 (positive bias stress 

: PBS)에서는 채널의 전자가 게이트 산화층으로 주입

되면서 포획이 되어 장시간 소자를 사용하면 문턱전압

이 증가하게 된다[11]. 또 음의 게이트 스트레스 전압 

(negative bias stress : NBS)에서는 채널의 소수 홀이 게

이트 산화층으로 주입되어 포획 되므로 문턱전압이 감

소하게 되지만 문턱전압의 변화가 극히 적으므로 큰 문

제는 되지 않는다[12,13]. 그러나 빛이 인가된 상태에서

는 채널에서 많은 양의 전자와 홀이 생성되므로 PBS나 

NBS에서 문턱전압의 변화가 증가하게 되므로 소자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된다[14, 15]. 

PBS에서는 박막이 얇을수록 전계가 크게 되어 문턱

전압 변화가 증가한다는 연구와 빛이 인가된 음의 게이

트 전압 스트레스 (negative bias illumination stress : 

NBIS)에서 박막이 얇을수록 큰 전계에 의해 에너지 밴

드의 전도대 근처에 있는 donor state 생성이 가속되므

로 문턱전압의 변화가 크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16].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박막

의 결함이 증가하므로  PBS에서 문턱전압의 변화가 큰 

것으로 발표되었다[17]. 박막 두께에 따른 PBS에서의 

문턱전압 변화가 상이하게 발표되었고 빛이 인가된 양

의 게이트 전압 스트레스 (positive bias illumination 

stress : PBIS)에서 박막 두께에 따른 문턱전압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 또한 무접합 트랜지스터는 박막 

두께가 소자 설계에서 중요한 변수 인데 박막 두께에 

따른 문턱전압의 변화에 의한 소자 불안정성에 관한 연

구가 전무하다. 

본 연구에는 IGZO 박막 두께가 다른 무접합 트랜지

스터를 제작하고 두께에 따른 PBS, PBIS, NBS, NBIS

에서의 소자 불안정성을 측정 분석하였으며 그 원인을 

stretched-exponential 모델과 소자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설명하였다. 

 

Ⅱ. 소자 제작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a-IGZO 무접합 박막 트

랜지스터로  p-형 불순물이 아주 높게 도핑된 실리콘을 

하부 게이트로 사용한 소자 구조이다. 게이트 절연층의 

두께는 100nm이며 열 산화 방법으로 성장하였다. RF 

스퍼터링 방법으로 몰 비가 In2O3:Ga2O3:ZnO = 1:1:1인 

스퍼터링 타겟을 사용하여 박막 두께(TIGZO)가 10nm, 

30nm, 50nm되게  InGaZnO 산화물 반도체 층을 증착하

였다. 그리고 사진식각 방법으로 채널 영역을 정의한 후

에 일반적인 열처리 방법 (CTA: Conventional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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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aling)으로 질소 분위기, 600도에서 30분간 열처리

를 하였다. 소스 및 드레인 전극 형성을 위하여 채널 박

막 증착과 같은 조건에서 InGaZnO 박막70nm의 두께를 

증착하였다. 소스와 드레인 전극의 크기는 190  x 

250이다. 측정 시 소스 및 드레인 전극에 텅스텐 프

로브 팁을 접촉하여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를 측정하였

다. 전기적 특성 분석은 Agilent B1500A 반도체 파라미

터 분석기를 사용하였고 게이트에 양과 음의 높은 양의 

전압을 인가하면서 측정 시간마다 스트레스를 중지하

고 드레인 전류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PBIS와 NBIS에

서 소자 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파장이 500nm에

서 700nm, 빛의 강도가 PI=0.22mW/cm2 되는 할로겐 램

프를 사용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소자의 게이트 길이는 

10이며 채널 폭은  20이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IGZO junctionless TFT.

Ⅲ. 측정 결과

3.1. PBS 및 PBIS에서 소자 불안정성 

그림 2는 제작된 a-IGZO 무접합 트랜지스터의 TIGZO  

따른  IDS-VGS 전달특성 곡선으로 VDS=3.0V에서 측정한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박막의 두께가 얇을수록 문턱전

압이 증가하고 드레인 전류는 채널 박막이 클수록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막의 두께에 따른 a-IGZO 무접

합 트렌지스터의 소자 성능 변수들을 표 1에 정리하였

다. TIGZO가 증가할수록 문턱전압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접합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와 박막의 일

함수 차이로 채널 박막이 공핍되는데 TIGZO가 증가할수

록 채널 박막의 전자 농도가 증가하므로 채널을 완전히 

공핍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게이트 전압이 요구되

기 때문이다. TIGZO가 증가할수록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1에서와 같이 전자의 유효 

이동도 ( )와 박막의 전자 농도 증가에 의한 것이다. 

TIGZO가 증가할수록 소자의 ON 상태에서 전자 농도의 

최대가 위치하는 지점이 InGaZnO/SiO2 경계면에서 약

간 떨어진 지점이 되므로 산란에 의한 이동도 감소가 적

기 때문에 유효 이동도가 증가한다. TIGZO가 증가할수록 

문턱전압 아래 기울기 (S)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박막의 결함 증가에 의한 트랩의 증가와 소자의 

ON 상태에서 전자 농도의 최대가 위치하는 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자 제작 시 TIGZO만 다르고 모든 공정

이 같기 때문에 박막내의 결함은 TIGZO에 관계  없이 일

정다다고 가정할 수 있다. 결국 TIGZO가 증가할수록 S가 

증가하는 것은 큰 TIGZO에서는 게이트 산화층 커패시턴

스와 전자 분포에 의하여 생성되는 박막 커패시턴가 직

렬로 연결되어 유효 게이트 커패시턴스가 감소하기 때

문이다[18]. 소자의 ON 전류 증가로 ION/IOFF 비율은 

TIGZO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IDS-VGS transfer curve characteristics with different 
thin-film thickness.

Table. 1 Summary of electrical performances with different 
TIG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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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TIGZO=10nm 소자에서 VGS=18V의 PBS에

서 스트레스 시간에 따른 IDS-VGS전달특성 곡선을 나타

낸 것이다. 스트레스 시간이 증가할수록 문턱전압이 증

가하고 드레인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많은 연구에서 발표된 것과 같이 스트레스가 인가

되는 동안 채널의 전자가 게이트 산화층으로 주입되어 

포획되기 때문이다[11]. 

Fig. 3 Evolution of the transfer characteristics under 
PBS (VGS=18V)

그림 4는 PBS에서 TIGZO에 따른 문턱전압의 변화(△

VTH)를 나타낸 것이다. 채널 박막이 얇을수록 △VTH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

면 TIGZO가 작을수록  에너지 밴드 갭 내에 위치하는 상

태 밀도 수가 증가하여 채널 박막이 얇을수록 △VTH가 

증가하기 때문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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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TH with TIGZO as a function of stress time 
under PBS for different TIGZO 

이는 TIGZO가 증가할수록 채널 박막내의 총 트랩을 

감소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는 TIGZO가 작을

수록 채널 박막의 전계가 증가하여 전자가 산화층으로 

많이 주입 된다는 것이다[19]. 정반대로 채널 박막이 얇

을수록 △VTH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이다. 이는  TIGZO

가 증가할수록 박막내의 트랩이 증가하므로 △VTH가 

증가한다는 것이다[17].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소자 

제작 시 TIGZO만 다르고 모든 공정이 같기 때문에 박막

내의 결함은 TIGZO에 관계  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채널 박막이 얇을수록 △VTH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PBS에서 비정질 실리콘과 

a-IGZO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 변화를 분석한 다음 식

과 같은 stretched-exponential 모델을 TIGZO 다른 소자에 

적용하였다 [14].  

∆ ∆  exp       (1)

여기서 △VTH0 는 무한 시간에서 △VTH를, τ는 캐리

어 트랩핑 시간을, β는 stretched-exponential 지수이다. 

측정결과와 이론식을 맞추기 위하여 τ 값을 조정한 결

과 채널 박막이 얇을수록 τ 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τ 값이 감소할수록 트랩된 전자가 빨리 활

성화 되므로 채널 전류가 증가하게 되어 △VTH가 증가

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채널 박막이 얇을수록 △VTH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Sivaco의 ATLAS를 

이용하여  2차원 소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TIGZO에 따른 전계를 계산하였다. 그림 5는 PBS 조건인 

VGS=18V에서 TIGZO에 따른 채널의 수직 방향 전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게이트 산화층과 채널 사

이 즉 채널 표면에서는 박막 두께에 상관없이 전계가 

동일하지만 박막의 뒷부분에서는 TIGZO가 작을수록 채

널 박막의 수직전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박막 

뒷부분에서의  전계 증가는 전자를 축적하게 되므로 

포텐셜이 낮게 되어 큰 문턱전압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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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ertical channel electric field as a function of TIGZO

그림 6은 PBIS에서 TIGZO에 따른 △VTH를 나타낸 것

이다. 채널 박막이 얇을수록 △VTH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BIS에서는 빛에 의해 전자와 홀이 생성되어 

PBS보다 △VTH가 증가하게 된다. 채널 박막이 얇을수

록 △VTH가 증가하는 이유는 PBS에서 설명한 것과 같

이 채널 박막이 얇을수록 박막 뒷부분에서 전계가 증가

하여 더 많은 전자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7은 TIGZO=10nm 소자의 PBS와 PBIS의 스트

레스 시간에 따른 △VTH를 측정 결과와 stretched 

exponential 모델을 사용하여 맞춘 결과를 비교한 것이

다. PBS보다 PBIS에서 τ 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그림 4의 결과와 같이 PBIS에서 트랩된 전

자가 빨리 활성화 되므로 채널 전류가 증가하게 되어 

△VTH가 증가하게 된다. 

Fig. 6 △VTH with as a function of stress time under 
PBIS for different TIG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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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ittings of △VTH between an experimental and a 
stretched-exponential model for TIGZO=10nm under PBS 
and PBIS

3.2  NBS 및 NBIS에서 소자 불안정성 

그림 8은 VGS=-18V의 NBS에서 TIGZO=10nm 소자의 

스트레스 시간에 따른 IDS-VGS 전달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스트레스 시간이 증가하여도 문턱전압과 드레

인 전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많은 연구에서 발표된 것과 같은 결과로 IGZO 박막은 

전자가 다수 캐리어이며 홀이 아주 적으므로 NBS에서

아주 소수의 홀이 게이트 산화층으로 주입되므로 소자

의 불안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13,15]. 

Fig. 8 Evolution of the transfer characteristics under 
NBS (VGS=-18V)

그림 9는 VGS=-18V와 빛을 비춘 NBIS에서 TIGZO= 

10nm 소자의 스트레스 시간에 따른 IDS-VGS 전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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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스트레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문턱전압이 감소하고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의 게이트 전압에서 PBIS에서와 같이 빛을 

비추면 전자와 홀이 생성되고 홀이 산화층으로 주입되

어 포획되므로 문턱전압이 감소하게 되고 드레인 전류

가 증가하게 된다.  NBS에서는 채널에 홀 양이 적기 때

문에 산화층에 주입된 양이 많지 않았지만  NBIS에서

는 생성된 홀 양이 많으므로 산화층으로 많이 주입되어 

NBS에서보다 △VTH가 증가하게 된다. 

Fig. 9 Evolution of the transfer characteristics under 
NBIS (VGS=-18V and PI=0.22 mW/cm2)

Fig. 10 △VTH with as a function of stress time under 
NBIS for different TIGZO

그림 10은 NBIS에서 TIGZO에 따른 △VTH를 나타낸 

것이다. 채널 박막이 얇을수록 △VTH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PBS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채널 박막

이 얇을수록 박막 뒷부분에서 전계가 증가하여 더 많은 

홀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결과는 PBIS

에보다 NBIS에서 △VTH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PBIS

에서 전자 트랩핑 보다 NBIS에서 홀 트랩핑 잘 되기 때

문이다. 게이트 산화층과 IGZO 박막의 전도대 밴디 오

프셋은 약 4.5eV인 반면에 가전대 밴드 오프셋은 1.3eV

로 작기 때문에 산화층으로 홀 주입이 더 용이하다[14].

Ⅳ. 결  론

IGZO 박막 두께가 다른 무접합 트랜지스터를 제작

하고 두께에 따른 PBS, PBIS, NBS, NBIS에서의 소자 

불안정성을 측정 분석하였다. 채널 박막 두께가 얇을수

록 PBS, PBIS 및 NBIS에서 문턱전압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원인을  2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박막이 얇을수록 캐리어 트랩핑 시간이 짧아 전자나 홀

이 빨리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채널 박막의 두

께가 얇을수록 박막의 뒷부분에서 채널의 수직 전계가 

증가하여 전자나 홀을 많이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PBIS에서 보다 NBIS에서 문턱전압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IGZO 무접합 트랜지스터 제작에서 채널 박

막의 두께를 결정할 때 채널 박막 두께가 얇을수록 소

자 불안정성이 큰 것을 고려해야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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