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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inc-tin oxides (ZTO) thin film transistors have been fabricated at different process pressure via re sputtering technique.

TFT properties were improved by depositing channel layers at lower pressure. From the analysis of TFTs comprised of

multi layer channel, deposited consecutively at different sputtering pressure, it was suggested that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FTs were mainly affected by interfacial layer due to their high conductance, however, the stability under

the NBIS condition was influenced by whole bulk layer due to low concentration of positive charges, which might be

generated by the oxygen vacancy transition, from Vo0 to Vo2+. Those improvements were attributed to increasing sputtered

target atoms and decreasing harmful effects of oxygen molecules by adopting low sputtering pressur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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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정질 실리콘과 폴리 실리콘은 LCD나 OLED와 같

은 평판 디스플레이용 패널의 TFT backplane으로 널

리 사용 되어져 왔다. 최근에 high-end 디스플레이 제

품이나 flexible 기판의 pixel 구동 소자로써 비정질 산

화물 반도체가 급속도로 발전되어지고 있는데 핵심 기

술은 고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

는 TFT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1,2].

지금까지는 a-Si:H나 LTPS를 TFT 채널 물질로 이용

해 왔는데 LTPS의 경우 a-Si:H (~ 1 cm2/V·s) 대비 높

은 이동도 (~ 100 cm2/V·s)를 가져 고속 응답이 필요한

소자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3]. 그러나 대면적 적용

에 있어서 열악한 uniformity를 나타내는 취약점을 안

고 있어 사용상의 제약이 따른다[4,5].

반면,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AOS)는 a-Si:H 대비 높

은 이동도와 낮은 생산 비용, 그리고 LTPS 대비 단순

한 공정 과정과 좋은 uniformity 를 가지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물질 대비 차세대

display용 구동 소자에 적합한 물질로 여겨지고 있다

[6-9]. 이러한 투명 전도성 산화물 박막은 n-형 반도체

로서 2.2 ~ 4.3 eV [10,11]의 광학 밴드갭을 가지며 태

양전지, 발광 다이오드, 평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른

광전자 소자의 전극 물질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산화물 재료 중에서 높은 이동도를

가지면서 낮은 생산 비용의 장점을 가지는 ZTO 물질

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퍼터 공정을 이용한 ZTO 박막 트

랜지스터에서 공정 압력을 변경함에 따른 전기적, 신뢰

성 특성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공정 압력이 ZTO 박막†E-mail : lhw1029@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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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ZTO 박막은 100 nm 두께의 thermal

oxide 층을 가지는 높게 도핑된 p-형의 실리콘 웨이퍼

위에 RF/DC magnetron 스퍼터 시스템(CS5000, SNTek

Corp.)을 이용하여 증착 하였다. 타겟은 3인치 직경으

로 ZnO:SnO2(1 : 1 at%) 조성을 사용하였고, 스퍼터링

챔버 내 기본 압력은 1.0 × 10-6 Torr 이하로 유지하였

다. RF power 및 공정 압력은 각각 100 W 및 5 mTorr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특성이 다른 박막의 제작을 위

해 공정 압력 조건을 split 하였다. 공정 간 사용되는

gas 유량은 O2와 Ar의 비율(O2/O2+Ar)을 0.3으로 적용

하였고, 증착이 완료된 샘플은 대기 상태에서 350oC

1시간 열처리 하였다.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전극은 DC 스퍼터 공정

을 통해 ITO(tin-doped indium oxide; In2O3 : SnO2=

90 : 10 wt%)를 사용하였으며, 50 W 조건에서 Ar gas

만을 이용하여 증착하였다. 소스/드레인 전극의 패턴

형성은 shadow mask를 이용하였고 채널의 length와

width는 각각 300/1000 um 이다(Fig. 1).

제작된 산화물 박막의 막두께는 굴절율을 고정한 상

태에서 ellipsometer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화학

결합 상태는 Al Kα 소스의 X-ray photoelectron spec-

troscopy (XPS, SIGMA PROBE, Thermo VG, U.K)를

이용하였고 광 전자의 결합 에너지 보정을 위해 C-C

결합의 C 1s peak를 284.5 eV에 고정하고 bulk 영역

내 산소 공공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O 1s XPS

spectra의 depth profiling을 수행하였다. 

박막의 표면 roughness와 morphology는 atomic

force microscopy (AFM, JEOL, JSPM-5200) 장비를

이용하여 scan length 2.0 um 조건 으로 측정하였고,

박막 밀도는 High-resolution X-ray reflectivity (XRR)

로 측정된 데이터를 PANalytical X’Pert Reflectivity

software package로 fitting 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hall mobility 및 캐리어 농도는 van der Pauw con-

figuration을 이용하여 Hall effect 측정법으로 구하였다.

전기적 특성 및 신뢰성은 HP 4145B와 HP4155A 반

도체 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상온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NBIS 조건에서의 특성 열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게이트 –20 V, 드레인 10 V 의 전압을 인가하고 스트

레스가 인가되는 중간에 tranfer curve를 측정하여 시간

에 따른 Vth shift 경향을 확인하였다. 조사하는 빛은

halogen lamp의 광원을 사용하고 band-pass filter를 통

해 파장대를 조절하여 600 nm 파장을 사용하였다.

2.2. 실험결과 및 고찰

스퍼터 공정을 이용한 박막 증착에서 공정 압력 변

경과 관련된 실험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 산화물 박

막에서도 ITO, ZnO, 그리고 SnO2 등에서 공정 압력에

따른 물리적, 전기적인 특성 변화에 대해 많은 연구 결

과들이 있었다[12-14]. ZTO TFT에 대해서도 공정 압

력의 변화가 TFT 특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결과, 낮은 공정 압력 조건에서 증착된 ZTO 박막의

TFT에서 양호한 전기적인 특성과 안정적인 신뢰성 결

과를 나타내었다(Fig. 2).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고찰을 위

해 각 공정 압력에서 제작된 박막 시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면 상태는 박막의 특성을 가늠하는 지표

Fig. 1. Schematic of sputtered ZTO Thin film transistor.

Fig. 2. Electrical properties and instability of ZTO TFTs

at different pressure; (a) transfer curve, (b) saturation

mobility and SS, (c) Vth shift trend under NBI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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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 표면 상태에 따라 물리적, 전기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TFT 소자의 반도체로 이용되는

박막의 경우에도 결정질 구조 대비 비정질 구조를 가

지면서 얻는 이점 중 하나가 roughness 의 개선이다.

이는 interface나 surface의 결함 농도에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specific surface area 감소로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 공

정 압력 평가 시료들에 대해 표면 분석을 진행한 결과

(AFM) 앞선 연구들에서 확인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

정 압력이 낮은 조건에 형성된 박막일수록 표면

morphology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 다음

으로 각각의 박막 밀도를 확인한 결과, Fig. 4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공정 압력이 감소할수록 박막의 밀도

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공정 압력에 따른

조성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래, 산화물은 절연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일

반적인 현상으로 최근에는 ZTO 박막을 절연막으로 사

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산화물들

이 반도체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산소 공공

(Vo)과 같은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산화물 반도체

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Vo 거동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해되고 있다. 공정 압력에 따라서 산소 공공

의 농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XPS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용 시료로 3가지의 공정

압력 조건(5, 0.5, 0.2 mTorr)에서 제작된 ZTO 박막을

이용하였다. 먼저 시료 별 transfer curve 및 XRR

fitting을 통해 박막의 기본 특성을 확인하였고, 선행 평

가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정 압력이 낮을수록 양호

한 전기적 특성과 높은 밀도를 나타냈었다(Fig. 5).

0.2 mTorr 조건과 0.5 mTorr 조건의 시료 간에는 유의

차가 미미하였는데 두 조건 간의 압력 차이가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Fig. 6은 각 시료들의 O 1s spectra

이며, 산소 공공과 관련된 531.1 eV에서의 peak를 비

교해 보면 5 mTorr 조건의 시료에서 0.5 나 0.2 mTorr

조건의 시료보다 상대적인 면적이 크게 나타났다.

Table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산소 원자가 차지하는 전

Fig. 3. AFM images of sputtered ZTO samples at different

pressure; (a) 15 mTorr, (b) 5 mTorr, (c) 0.5 mTorr.

Fig. 4. X-ray reflectivity spectrum of ZTO samples at

different pressure.

Fig. 5. Properties of the ZTO samples for XPS analysis;

(a) transfer curve, (b) X-ray reflectivity spectrum.

Fig. 6. XPS O 1s spectra and de-convolution results with

respect to sputtering pressures; (a) 5 mTorr, (b)

0.5 mTorr, (c) 0.2 mTorr.

Table 1. Comparison of XPS O 1s peak portion

Pressure

(mTorr) 

O 1s peak [eV]

Lattice oxygen 

(530.4 ± 0.07)

Oxygen deficient 

(531.16)

Hydroxyl 

(532.0 ± 0.07)

5 0.703 0.168 0.129

0.5 0.762 0.121 0.116

0.2 0.753 0.12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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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영역 중에서 각 조건 별로 12 ~ 17% 수준이 공공으

로 존재하며 높은 공정 압력 조건에서 제작된 박막은

낮은 공정 압력 조건의 박막 대비 4 ~ 5% 수준 더 많

은 산소 공공을 가지고 있었다. 산화물 반도체에서는

산소 공공이 캐리어의 생성원이 되기 때문에 산소 공

공의 농도가 높을수록 전계 효과 이동도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본 실험 결과에서는 산소 공

공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동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 Hall 측정

을 진행하였다. 캐리어 농도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Hall 이동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공정 압력이 낮을수

록 높은 값이 얻어졌다.

TFT의 전기적인 특성 분석 시 전계 효과 이동도 측

면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결국 각 박막 시료의 캐리어

농도 보다는 Hall 이동도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

여지며, 이는 주 운반자인 전도대의 전자가 겪는

scattering의 정도에 따라 평균 자유 행로(mean free

path)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수치

상으로 나타내 보기 위해서 Hall 측정 데이터를 가지

고 Ioffe-Regal criterion equation[15]을 이용하여 elastic

mean free path(le)를 가늠해 볼 수 있었는데 예상과 같

이 낮은 이동도를 보인 시료에서 가장 짧은 le 값을 나

타내었다(Table 2).

앞선 평가 결과를 통해 공정 압력을 변경함으로써

같은 조성의 TFT임에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떠한 원인에 의

해 유발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공정

압력에서 ZTO 박막을 연속으로 증착하여 다중 채널의

TFT를 제작하였다. 크게 절연막과 산화막 사이의 계면,

산화물 bulk, 그리고 surface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어떤 영역이 주요한지를 보고자 하였다. Fig. 7(a)는 이

와 같이 제작된 채널 구조이며, (b)는 해당 채널 층을

가지는 TFT의 transfer curve이다. TFT의 이동도는 게

이트 절연막과 계면을 형성하는 박막이 낮은 압력 조

건에서 증착된 TFT((ii), (iv), (vi))에서 계면 쪽 박막

의 두께와는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 7(c)는 NBIS instability 측정 결과로, 계면 쪽의

박막 특성 보다는 bulk 전체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낮은 압력 조건에서 증착된 박막

이 채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신뢰성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Surface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assivation

층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상

기의 공정 압력 차이는 surface effect측면에서 유의차

를 보이지 않았다. 확인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

석된다. 먼저 계면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전계 효과 이

동도의 경우에는 (Vg > 0) 영역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

에 에너지 밴드의 bending에 의해 계면으로 모집되는

캐리어는 다수의 전자가 되고 이 경우 MIS (Metal-

Insulator-Semiconductor) 구조가 단순한 capacitor가 되

어 계면에 축전된 전자가 전기장을 screening 하게 된

다. 때문에, 계면 근처의 채널 막이 특성을 결정되게

되는 반면에 NBIS 조건에서는 음의 전압에 의해 계면

으로 모집되는 양의 전하가 소수여서 screening 효과가

적고 전기장이 bulk 영역 전체에 걸쳐 인가되므로 bulk

Table 2. Hall measurement results of ZTO samples

prepared at different pressure

Prssure n ( /cm3) µHall (cm2/Vs) l
e
 (?)

5 mTorr 5.94E+15 4.1 15.4

0.5 mTorr 4.54E+15 13.0 44.0

0.2 mTorr 1.16E+15 14.8 31.9

Fig. 7. Properties of multi-layer channel TFTs prepared at

different pressure consecutively; (a) multi-layer

channel schematics, (b) transfer curve of each TFT,

(c) Vth shift under NBI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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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16]. Fig. 8은

NBIS Vth shift 경향을 stretched-exponential 함수

(SEF)로 나타낸 것이다. 산화물 반도체의 NBIS 특성

또한 a-Si:H TFT에서 해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charge trapping 현상이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로 해석

되고 있는데 SEF은 이와 같은 charge trapping에 의한

열화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17]. 점으

로 표현된 그래프는 계측된 값이고 실선은 추출된 파

라미터 값으로부터 fitting한 결과인데 두 그래프가 매

우 잘 들어 맞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charge

trapping외에 defect creation이 함께 영향을 주는 경우

라면 log scale로 나타낸 하기 그래프 상에서 점에 의해

형성되는 그래프는 직선에서 벗어난 곡선 형태를 보였

을 것이므로 본 실험에서 제작된 ZTO TFT 또한 charge

trapping에 의한 열화 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18]. 

두 번째 다중 박막 실험으로 앞선 실험에서 서로 다

른 조건의 박막 두께를 1 : 1 비율로 적용한데 비해, 이

번에는 두께 비율을 3:1로 변경하고 각 박막의 상대적

인 위치도 split하였으며 총 막 두께는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하게 30 nm (thin : 7.5 nm, thick : 22.5 nm)로 진

행하였다(Fig. 9). (iv) ~ (ix) 시료는 모두 계면이 낮은

압력에서 증착된 박막에 의해서 형성이 되며, 첫 번째

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높은 이동도를 보였고 박막의

두께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SS 값은 계면에 형성되

는 박막의 종류 보다는 낮은 압력에서 증착된 박막의

두께가 높은 시료에서 낮게 나타났다.((vi)~(x)) 즉, 낮

은 공정 압력에서 증착된 박막 채널이 계면에 위치한

TFT에서 이동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Dit(interface trap

density)와 같은 계면 특성의 개선에서 기인된 결과라

기 보다는 전도도가 높은 박막이 채널을 형성하기 때

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NBIS instability또

한 SS경향과 마찬가지로 bulk 전체에 걸쳐 높은 밀도

의 박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위치 split 결과를 통해 높은 밀도의 박막

이 charge trapping 시 barrier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

하며 trapped되는 전하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NBIS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ii)-

(iii)과 (vii)-(viii) 시료의 비교를 통해서 surface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상의 2가지 적층 구조 평가 결과를 통해 TFT의

이동도는 낮은 공정 압력에서 증착된 박막이 가지는

높은 전기 전도도로 인해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NBIS 신뢰성 특성은 charge trap이 주 원인으로 bulk

내 낮은 압력에서 증착된 박막의 비율이 높을수록 개

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GZO TFT

실험에서 Al2O3 박막 층을 채널 내부에 삽입함으로써

양의 극성을 띄는 전하의 이동을 제한하여 NBIS 특성

을 개선한 내용이 보고된 바 있는데[19], 두번째 적층

구조 실험을 통해 낮은 공정 압력에서 증착된 ZTO

TFT에서 보이는 NBIS 특성의 개선은 해당 박막이 계

면에 trap되는 charge의 migration barrier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illumination에 의해 여기되는 양극성

charge의 농도가 적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선 분석 결과들을 통해, 높은 공정 압력에서 증착

된 박막은 캐리어 농도는 유사함에도 Hall이동도가 떨

Fig. 8. NBIS Vth shift trend by Stretched exponential

function.

Fig. 9. Characteristics of muti-layer channel TFTs with

different thick ratio; (a) schematics of multi-layer

channel, (b) initial Electrical properties (saturation

mobility and SS), (c) NBIS instability (Vth shift

and SS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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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는 것과 산소 공공의 농도는 오히려 높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낮은 압력에서

증착된 박막의 ZTO TFT에서 나타나는 이동도 증가는

캐리어 농도의 증가나 Dit의 감소에서 기인된 것이라

기 보다는 캐리어 이동간 mean free path의 증가로 인

해 저항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그리고 NBIS 특성은 다

른 산화물 TFT에서 주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와 같이 산소 공공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BIS 조건에서 Vth shift를 일으키는 양의 전하

가 Vo2+ 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Vth shift 현상

은 illumination 조건에서 중성 상태의 산소 공공(Vo0)

이 양 전하의 Vo2+로 천이되고 음의 게이트 전압에 의

해 계면에 쌓이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낮은 압력에서

증착된 박막일수록 NBIS 조건하에서 내부에 상대적으

로 낮은 농도의 Vo2+ 를 가지기 때문에 양호한 신뢰성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0,21].

스퍼터 공정 압력에 따라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

는 것은 공정 챔버 내부에 존재하는 분자들의 상호 작

용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정 압력이 낮아지

게 되면 반응하는 Ar+ 이온의 감소로 방전 전류가

줄어들어 증착 속도가 감소할 수도 있고 반대로

sputtered 원자가 기판으로 진행하는 동안 gas내 원자

들과 충돌하는 횟수가 감소하여 증착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 본 실험에서는 낮은 공정 압력에서 진행 시

증착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박막의 밀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scattering 감소를 통해 기판

위에 도달한 원자들이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증착

에 참여하기 때문에 낮은 공정 압력에서 증착된 ZTO

박막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XPS 분석 결과를 통해 공정 압력 조건에 따라 각 박막

에 존재하는 산소 공공의 농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는데 공정 챔버 내에 존재하는 산소 분자들은 타

겟 poisoning을 유발하거나, Ar 양이온의 함량을 감소

시켜 sputtering 효율을 감소시키고, 산소 음이온의 경

우 증착되는 박막에 impingement되면서 re-sputtering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22,23]. 공정이 진행됨에 따

라 챔버 내부의 공정 gas상태가 변화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하게 5 mTorr 공정 압력에서 박막을 증착하

되, 공정 중간에 pumping 과정을 추가하여 기준 압력

(base pressure)까지 낮춘 후 다시 연속하여 증착하는

평가를 진행하였다(Fig. 10), Pumping 과정을 적용한

시료(5-V-5 mT)가 기존 방식대로 연속 증착한 시료(5-

5 mT) 대비 전기적, 신뢰성 특성 모두 개선되는 결과

를 나타내었고 이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타겟으로부

터 떨어져 나온 산소 원자들에 의해 공정 gas 내부의

산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소의 농도가 높아질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타겟 poisoning 또한 박막의 특성 열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pre-sputtering 조건을 변

경하여 실험하였다. 보통, pre-sputtering은 박막 증착을

진행하기 전에 target 오염 제거나 안정한 상태의 플라

즈마 분위기를 통해 균질한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진

행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공정 gas의 산소 유량을 split

하여 타겟의 산화 정도를 달리했다. 산소에 의한

poisoning 효과는 산소 원자나 분자들의 물리적 흡착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어서 진공도가 높아지면 쉽게 떨어

져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pumping 과정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pre-sputtering을 이용하였고, 이때 타겟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은 실제 박막 증착 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Ar과 O2 의 비율을 10:0, 7:3, 3:7

의 3가지 조건으로 달리하였고 실제 박막 증착은 모두

7 : 3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3 : 7 조건은 산소 poisoning

측면에서 실제 공정 조건보다 취약한 조건이나 Table 3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조건별로 전기적, 신뢰성 특성

측면에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target

poisoning 보다는 gas내 증가된 산소 입자들에 의해 기

판 위에 증착된 원자들이 re-sputtering 되면서 박막 특

성이 열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Fig. 10. The variation of TFT’s properties by adopting

pumping step; (a) transfer curve, (b) NBIS Vth

shift.

Table 3. TFT properties and NBIS instability with pre-

sputtering gas condition

Pre-sputtering 

gas condition

Mobility 

(cm2/Vs)

SS

(V/decade)

NBIS

(V)

Ar:O2 = 10:0 13.5 0.289 -2.56

Ar:O2 = 7:3 13.9 0.271 -2.02

Ar:O2 = 3:7 11.6 0.324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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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실험에서는 스퍼터 공정으로 증착된 비정질 ZTO

TFT 특성에 공정 압력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

고, 낮은 압력에서 증착된 박막의 TFT가 전기적인 특

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낮은 공정 압력에

서 증착 시 타겟으로부터 sputtered 되어 나온 원자들

의 scattering 감소 및 산소에 의한 re-sputtering이 감소

하여 박막의 밀도나 표면 roughness 둥의 물리적인 특

성이 개선되고 산소 공공의 농도가 줄어들어 계면에

trap되는 양 전하의 농도가 감소함으로써 박막의 전도

도 증가 및 안정적인 신뢰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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