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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명한 국제 디스 이 련 시회에서 기존의 실리콘이나 유기물반도체가 아닌 투명산화물반도체 

TFT array를 용한 디스 이 시제품이 실용화에 근 한 수 으로 많이 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a-IGZO TFT 

backplane을 용한 12.1'' AMOLED 패 과 15'' AMLCD 패 이 소개되어 많은 심을 받았다. 투명산화물반도체를 이용

한 TFT는 실제로는 6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개최된 국제 학회와 시회의 발표 동향 분

석을 통해 ZnO  a-IGZO 투명산화물반도체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한 투명산화물반도체 TFT를 용액공정으로 구 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가 인쇄형 공정으로의 발  가능성에 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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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디스 이 장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되

는 정보를 인간이 인지할 수 있게 시각 으로 

나타내는 장치이다. LCD (Liquid Crystal 

Display)와 PDP (plasma display panel)로 양

분되는 평  디스 이 산업은 재의 주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나라의 주요 근간 산업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노트북 PC, 모니터, 디지털 TV 등의 자체 시

장의 확 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용, 

산업용, 포터블장치용 등 응용 기기의 발달에 

따라 신규 시장이 끊임없이 개척되고 있어 미

래 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 로 진입하고 있는 

재,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쉽게 시각 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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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일 수 있는 친근한 다양한 종류의 신개념 

디스 이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용 용

도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의 수 이 다를 수 

있으나, 얇고, 가볍고, 력소비효율이 높고, 

깨지지 않고, 야외 시인성이 높고, 각종 디자

인을 가지고, 때로는 투명하고, 유연한 특성을 

가지는 미래형 유연디스 이의 출 이 상

되고 있으며, 이미 이 에 없었던 e-paper와 

같은 신개념 표시 장치도 매되고 있다. 

  높은 원가경쟁력을 가진 기존의 평 디스

이 산업 실을 고려할 때 유연디스 이

는 처음부터 기존의 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볍고 얇고 깨지지 않는 

장 을 살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상되는 바, 기존의 유리 기  기반의 디스

이로는 용이 불가능한 역일 것이다. 를 

들어, 신문, 잡지, 교과서, 서  등 각종 출

물을 체할 수 있는 e-book 분야가 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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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기술이 

성숙함에 따라 실로 ‘꿈의 디스 이‘로 불리

는 진정한 두루마리형 디스 이가 시장에 

출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유연디스

이 기술은 유연한 기 을 사용하기 때문에 

roll-to-roll 공정을 기반으로 한 가의 면  

량 생산 기술을 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기도 한다.

  디스 이 모드에 상 없이 공통 으로 요

구되는 핵심요소로서 단  화소의 계조 표

에 필수 인 TFT (thin film transistor) array 

기술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는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차세  유연디스

이용 TFT의 채 층 후보로서, a-Si과 poly-

crystalline 실리콘과 펜타센을 시한 유기물반

도체가 고려되어 왔으며, 이들을 용한 TFT 

소자의 이동도 개선, 장기 신뢰성 확보 등에 

많은 연구가 진행 에 있다. 하지만, 오랜 기

간 동안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단

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기물

반도체 TFT는 이동도는 최고 5 cm2/Vs에 이

르고 있으나, TFT의 제조  소자의 신뢰성

과 련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 히 많이 

남아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03년부터 차세 디스 이의 드라이버 

소자로 n형의 결정성 ZnO나 n형 비정질산화

물반도체( . 비정질 In2O3-Ga2O3-ZnO (a- 

IGZO))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산화물반도체는 이동도가 기존의 

a-Si이나 유기반도체보다 높아 디스 이 구

동 회로 집 에 유리하고, RFID (radio fre-

quency identification)와 같은 고속 구동 회로 

구 이 가능하며, 온 진공 공정에서 제작이 

수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층의 

밴드갭이 3.3 eV 이상이어서 가시 에 투명하

기 때문에 게이트산화막, 극, 배선 등을 모

두 투명하게 한다면 투명디스 이의 제작도 

가능하다. 신개념의 투명디스 이는 아직 산

업화는 쉽지 않은 기술이며, 투명산화물반도체

는 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용 구동 TFT (thin film tran-

sistor)와 e-paper용 구동 TFT로 곧 응용될 

것으로 상된다.

  이들 산화물반도체는 진공공정인 PLD (pulsed 

laser deposition), sputtering, ALD (atomic 

layer deposition) 등의 공정을 통해 주로 제작

하고 있다. Sol-gel이나 나노입자 분산용액코

 등의 용액에 기반을 둔 공정을 통하여 제

작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 연구가 일부 실험

실 수 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성 결과도 좋지 

않은 미진한 분야이다.

  본 총설에서는 차세  디스 이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산화물반도체의 개발 

황을 최근 개최된 국제 디스 이 학회와 

시회의 발표 사례를 심으로 조망하고, 추

가로 용액 공정으로 산화물 반도체를 제작하

고자 하는 사례에 해 소개한다.

2. 투명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디스플레

이용 TFT 

  창기 투명산화물 TFT 연구는 일본과 미

국이 주도하 다. 투명산화물 반도체와 련해

서 일본은 디스 이 분야 응용에 을 두

었고 미국은 태양 지 분야 응용에 을 두

었다. 투명산화물반도체를 이용한 TFT는 2003

년 ZnO 기반의 투명한 TFT에 한 내용을 3 

그룹에서 보고하면서 그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1-3].

  같은 해 일본의 호소노 그룹에서는 비정질 

ZnO-Rh2O3 (p-type)와 비정질 IGZO (n- 

type) 물질을 이용한 pn 합 다이오드를 발

표하 다[4]. 이듬해 2004년 11월 같은 그룹의 

K. Nomura 등은 PLD 법으로 비정질 InGaZnO

를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기  

에 형성하여 투명 유연 TFT를 선보 는데 

saturation 이동도는 6~9 cm
2
/Vs를 보 다. 

비정질산화물 TFT의 시 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첫 발표부터 비정질 산화물반도체 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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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연한 소자로 구 한 것이 인상 이었다

[5]. 이 그룹은 이미 10년 부터 비정질산화

물반도체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반도체 설계지

침을 제시하여 왔었다.

  n형 투명산화물반도체는 두 개의 물질군으

로 나  수 있는데, 결정형 ZnO와 a-IGZO가 

속하는 비정질산화물반도체로 나  수 있다. 

두 종류 모두 가시 선을 통과하여 투명하다. 

  계효과이동도는 ZnO (최고 250 cm2/Vs)

가 a-IGZO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

업 인 응용 측면에서는 a-Si처럼 비정질이라

는 고유 장 을 가진 a-IGZO가 더 많은 심

을 받고 있다.

  재까지 ZnO (Zinc oxide), SnO2 (tin ox-

ide), In2O3 (indium oxide), ZIO (zinc indium 

oxide), IGO (indium gallium oxide) IZO 

(indium zinc oxide), ZTO (zinc tin oxide), 

IGZO (GIZO라고 부르기도 함, indium gal-

lium zinc oxide)가 투명 산화물 반도체의 n- 

type 채 층으로 검토되어 왔다. 이들 산화물 

반도체는 (n-1)d10ns0 (n≥ 4) 자 배치를 갖

는 속 양이온을 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

고 있다. 이들 산화물반도체는 Si 는 GaAs와 

같은 공유결합성 반도체와는 다른 자 배치

를 보이는데, 도 가 속이온의 ns 궤도에

서 형성되며 가 도 가 산소 음이온의 2p 궤

도에서 형성된다. 특히 큰 반경의 속 양이온

은 인 한 양이온과 궤도 겹침이 크게 발생하

게 되며 캐리어의 효과 인 이동 경로를 제공

해 다.

  기의 산화물 반도체는 캐리어의 농도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 높은 off 류를 나타내

어, 쓸모 있는 디바이스를 제작하기 어려웠다. 

과량의 캐리어 농도를 이고자 2족 원소인 

Zn에 더해 3족 원소인 Ga을 첨가하는 등 다

양한 시도도 이루어졌다. 한 ZnO는 상온에

서도 결정성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속산

화물을 섞은 ZnO 기반 비정질산화물박막 (a- 

IZO, a-ZTO, a-IGZO,  a-IAZO) 등도 연구되

었다. 다결정성 산화물반도체에 비해 비정질상

은 일반 으로 낮은 공정온도를 가지고 넓은 

역에 걸쳐 균일한 물성을 얻을 수 있다.

  특별하게도, 비정질 산화물반도체는 자 운

송 특성이 결정상과 거의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6,7]. 투명산화물반도체는 이온 결합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이온성 비정질 산화물반도

체는 한 캐리어 농도 하에서 호핑 메커니

즘이 아닌 밴드 도 메커니즘으로 캐리어 운

반이 일어난다. CBB (conduction band bot-

tom)는 최외각 ns-궤도로 구성되며 이 궤도는 

이온 자체의 지름보다 50∼100% 반경이 더 

크다. 따라서 이웃 s-궤도와의 겹침이 수월하

고 CBB에서 자 도가 용이하게 된다. 구

형의 칭성과 상 으로 큰 ns-궤도 특성 

때문에, s-궤도의 겹침 정도는 oxygen-met- 

al-oxygen 결합각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정질 산화물반

도체는 (n-1)d10ns0 (n > 4) 자 배치를 가지

는 p-block 양이온을 가지고 있으며 표 으

로 IGZO에서 In
3+
 ( 자배치 : [Kr]4d

10
5S

0
, 

n=5)가 해당된다. 참고로 Ga3+와 Zn2+의 

자배치는 [Ar]3d
10
4S

0
 (n=4)이다. (n-1)d

10
ns

0 

자 배치에서 결정상과 유사한 이동도를 보

이는 투명 비정질산화물반도체는 n > 4인 양

이온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IGZO

에서 Zn
2+
나 Ga

3+
보다는 In

3+ 
이온이 도 특

성에 큰 향을 미치게 되며, 큰 반경을 가진 

In
3+ 

이온이 없는 투명 TFT는 비정질상에서 

높은 이동도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상

된다.

  비정질 실리콘이나 다결정질 실리콘은 에

지 밴드갭이 낮아 가시 선을 부 흡수하게 

되어 불투명하다. ZnO와 a-IZGO는 본질 으

로 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여 ‘마이 리

티리포트(2002)’나 ‘ 드 래닛(2000)’과 같은 

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투명한 디스 이

를 실제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디스 이 

체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TFT 

소자를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 수 을 넘어, 

연체, 극  항 배선도 모두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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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1)d10ns0 (n > 4) 자 배치를 가진 

속이온을 가진 산화물반도체의 비정질상에서의 

높은 이동도를 설명하는 모형도[6]. 2CdO-GeO2 

시스템을 상으로 모의계산한 것임.

만들어야 하는 기술 인 난 은 존재한다. 상

용화 가능성이 높은 투명 디스 이 분야로

는 투명 스마트카드, 스마트창, 차량 앞 유리

의 HUD (heads-up display), HMD (head- 

mount display) 등을 꼽을 수 있다. J. F. 

Wagner는 투명 자소자의 응용 분야로 

AMLCD (active matrix liquid crystal dis-

play), transparent switch, 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back-

plane, spatial light modulator, transparent 

display와 같이 4가지로 나 어 그 개념을 구

체 으로 설명하 다[7].

  디스 이에 사용하는 TFT의 채 층은 

a-Si, LTPS, 유기반도체, 산화물반도체로 분

류할 수 있다. 

  유기반도체는 이동도는 최고 5 cm
2
/Vs를 

보여주고 있지만, 소자의 신뢰성에 해 극복

해야 할 과제가 여 히 꽤 남아 있다. 유기반

도체를 함유한 용액을 이용한 린  공정이 

안정 으로 개발된다면, 장차 유연하면서 가

인 디스 이 구동 소자로 용될 가능성이 

있다.

  역사가 짧은 투명산화물반도체 TFT는 기존

의 AMLCD 분야보다는 OLED의 능동구동 

소자로 먼  상업 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OLED는 자발  소자이기 때문에 각 

픽셀별 밝기를 제어하기 해서는 압이 아

닌 류 제어를 하는데, 최소 2개의 트랜지스

터와 하나의 캐패시터로 구성된 픽셀 구조가 

필요하다. 류 구동의 특성 상, 압 구동보

다 소자 신뢰성, 문턱 압 분포, 채 이동도 

측면에서 더욱 우수한 성능이 요구된다. 비정

질 Si은 이동도가 1 cm
2
/Vs 수 으로 액정 

구동에는 충분하나, AMOLED에 사용하기에

는 이동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비

정질 Si은 바이어스 스트 스 환경 하에서 문턱

압이 변하는 단 (Vth shift)을 가지고 있어, 

AMOLED에 이용하기 해서는 복잡한 보상회

로의 추가가 필요하다. 통상 보상회로는 4개~6

개의 TFT로 구성되는데 이마 도 AMOLED에 

신뢰성 있는 동작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완벽

하지 않은 상태이다. 비정질 Si과 달리 LTPS

는 높은 이동도와 우수한 디바이스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디스 이 백 인 내에서 

문턱 압 변화가 심하여 특성 균일도가 좋지 

않다. 한 LTPS는 산화물반도체보다 그 제

조 공정이 복잡하고 공정 수율이 낮아 비용 

측면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에서 산화물 반도체는 AMOLED용 백 인

으로서 매우 한 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AMLCD 공정에 사용한다는 가정 하

에, 투명 산화물반도체 TFT (TTFT, trans-

parent thin film transistor)는 비정질 Si TFT

에 비해 다음과 같은 고유한 장 을 가지고 

있다[7]. (1) TTFT는 투명하기 때문에 차

단 수단을 구비할 필요성이 없다. (2) 이동도

가 히 높다. (3) a-Si TFT의 Von (turn- 

on voltage)은 일반 으로 음의 값을 보이나 

TTFT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결과가 많이 보고

되고 있는데, 양의 Von을 보이는 TTFT가 

AMLCD 구동에는 유리하다. (4) TTFT는 그 

제작이 단순하다. 즉 소스와 드 인 극은 채

층에 바로 형성할 수 있으며 별도의 도핑이 

필요가 없다. (5) TTFT의 bias-stress 안정성 

추세로 볼 때 비정질 실리콘보다 장기 인 소

자 안정성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6) 공정

상 폭발성이 있는 실 인(silane)의 사용을 

일 수 있다. (7) 이동도가 높아서 동작 압을 

낮출 수 있으며 따라서 력 소모량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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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디스 이용 TFT 소자별 장⋅단  비교

  a-Si LTPS OTFT Oxide TFT

Type N N &P P (N) N (P)

Mobility (cm
2/Vs) <1 50~150 < 5 1~100

Leakage ◎ ○ ○ ◎

Stability △ ◎ △ ○

Uniformity ◎ △ △ ○

Long-term reliability △ ◎ x

Masks 4~5 5~9 4~5 4~5

Cost Medium High Low Low

Yield ◎ △ △ ◎ 

Temperature ~250 ℃ > 250 ℃ R.T.~200 ℃ R.T.~250 ℃

Plastic compatibility △ x ◎ ◎

Transparent display x x △ ○

Application LCD, E-paper LCD, OLED E-paper, OLED LCD, OLED, E-paper

수 있다. 이상의 장 을 검토해 볼 때 가까운 

미래에는 LCD 구동 소자로서 산화물반도체 

TFT가 일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Table 1에 4가지 TFT 소자별 특성

을 비교 요약하 다.

3. 산화물반도체 TFT의 개발 동향 

  술한 바와 같이 산화물 반도체를 TFT로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제 6년째에 어드

는 최신의 연구 분야이다. AMOLED의 경우

와 유사하게, 산화물 반도체 기  기술 개발을 

주도한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나, 실제 온 히 

구동되는 패  형태의 시제품을 계속 시하

면서 상용화에 근 한 수 의 기술로 끌어올

리는 나라는 한국이다.    

  본고에서는, 국제 으로 유명한 디스 이 

련 3개의 학회/ 시회를 분석 상으로 정

하여 최근 4년간 산화물반도체 TFT 개발 추

세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본다. 형 패  업체

가 많이 참가하는 국제 디스 이 시회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산화물반도체 TFT의 

상업 인 성공 가능성을 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 상 학회로는 미국의 SID (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 학회/ 시회(2005~ 

2008), 한국의 IMID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 학회/ 시회(2005~ 

2007), 일본의 IDW (international display work-

shops) 학회(2005~2007)를 선정하 다. 구두

발표 논문만으로는 그 수가 많지 않아 포스터 

세션에 발표된 논문도 모두 포함하여 통계를 

내었다.

  Figure 2(a)는 각 학회별, 산화물 반도체 종

류별 논문의 증감 경향을 그래 로 나타낸 것

이다. 체 논문 편수는 격하게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분석 상 학회 내에서 산화물

반도체 TFT에 한 첫 보고는 ETRI의 IMID 

'05에서 발표한 ZnO TFT에 한 내용이다. 

이어서 Toppan printing은 a-IGZO를 IDW '05

에서 처음으로 보고한다. 이후, 논문의 편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올해 5월에 개최된 SID 

'08에서는 총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채 층의 종류에 해서도 의미 있는 변화

가 보이는데, 기에는 결정성 ZnO TF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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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2. 디스 이 학회를 상으로 분석한 산

화물반도체 TFT 연구 동향의 변화. (a) 논문 편수

의 증가 경향, (b) 논문 발표 국가 통계, (c) 채

층 형성 공정의 분류.

한 내용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장 

최근의 두 학회인 IDW '07과 SID '08에서는  

a-IGZO에 한 논문이 더 많이 발표된다. 그 

외 IZO (IMID '06), IO (IDW '07), ZTO/IZO 

(SID '08), ZnZrO (SID '08)과 같은 다른 산

화물반도체 재료를 이용한 TFT도 일부 소개

되었다. SID '08에서 총 발표된 논문은 538편

이며 그  산화물반도체 TFT 논문은 15편으

로 체의 3% 정도를 차지하 으며, 특히 이

번 학회부터는 그 심도가 증가하여 산화물 

TFT 세션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각 학회별, 산화물반도체 TFT를 발표한 그

룹의 소속 국가도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인다. 

우리나라는 기에는 다른 경쟁국과 그 비

이 비슷하 으나, IMID '07, IDW '07, SID '08 

등 최근 학회에서는 그 편수가 타 국가에 비

해 압도 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SID '08

에서 체 논문(538편)  한국은 27%(145

편)을 차지하 는데, 산화물 반도체 TFT 분

야에서는 체논문(15편)  한국은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 편  상이 

두드러져 보 다.

  Figure 2(c)는 산화물 TFT 채 층의 형성 

공정에 해 통계를 보여 다. 온에서 신뢰

성 있는 산화물 반도체를 형성하는 공정 기술

로 sputtering, PLD, ALD, MOCVD (metal 

orgnaic chemical vapor deposition) 등의 진공 

공정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까지는 ALD, PEALD (plasma enhanced 

atomic layer deposition), MOCVD 공정과 같

은 유기 구체를 사용하는 공정은 단일 속

성분을 가진 ZnO에 해서만 결과가 발표되

고 있다. ETRI에서는 ALD와 PEALD 공정을 

통해 제작한 ZnO TFT에 해 계속해서 발표

하고 있으며, IMID '06에서 아주 학교는 

ZnO MOCVD에 한 연구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PLD a-IGZO는 SID '08에서 일본과 미

국에서 각각 1건 발표하 다. 그 외 부분의 

공정은 상온에서 증착이 가능하고 재 성이 

우수한 sputtering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정질 IGZO는 RF sputtering을 이용

하여 형성하며(삼성 자는 DC sputtering도 

함께 사용함), ZnO는 RF 는 DC sputtering

을 이용하고 있다. 실험실 차원에서 근이 가

능한 용액 공정을 통한 산화물반도체 TFT의 

형성에 한 논문들도 수 건 발표되었다. 용액

공정에서는 부분 sol-gel법을 이용하여 단일

성분계 는 2성분계 산화물반도체 TFT를 제

작하 는데, ZnO, ZnZrO, ZTO, IZO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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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ure 3. LG 자의 a-IGZO로 구동되는 AMOLED 패  시제품(2007년). (a) 3.5'' QCIF
+ 
풀컬러 AMOLED 패

의 구조[9], (b) 3.5'' QCIF+ 풀컬러 AMOLED 패 의 데모 동작 이미지[9], (c) 속  에 형성한 

3.5'' QCIF+ 풀컬러 Flexible AMOLED 패 [10].

채 층이 그 이다. 3성분계는 SID '08에서 

sol-gel법으로 제작한 다결정 IGZO를 보고한 

경우가 유일하다[8]. 그 외 ZnO에 한정하여 

나노입자 는 나노막 기 분산 용액을 이용

한 TFT에 한 연구도 3건 발표되었다. 용액 

공정에 한 연구는 최근 들어서 서서히 활발

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가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부터는 2005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

지 SID, IMID, IDW 등의 국제 학회와 시회

에서 주목 받았던 주요 발표에 해 요약 서

술한다.

  LG 자는 SID '07에서 IGZO TFT array를 

구 하여 그 상부에 상부발  AMOLED를 제

작하여 시연하 다. 채  폭과 길이가 IGZO 

TFT의 이동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으

며, TFT 외각부의 향을 배제한 실질 인 

이동도는 95 cm2/Vs라고 보고하 다. 3.5'' 

QCIF+ 풀컬러 AMOLED 패 을 2T1C (2 

transistor 1 capacitor) 픽셀 구조의 IGZO 

TFT로 구동하 다[9]. 이어서 IMID '07에서

는 속 기  에 형성한 IGZO TFT 기반 

3.5'' QCIF
+ 

풀컬러 AMOLED를 시연하 다. 

한 후처리를 거쳐 속 박  상에 형성한 

IGZO TFT는 이동도 6.2 cm2/Vs, subthres-

hold swing 0.38 V/dec, on-off 비 2.2*10
8
의 

특성치 결과를 보 다[10].

  투명산화물반도체 TFT를 응용한  다른 

로 차세  자종이를 들 수 있다. 일본의 

토  린 에서는 2005년 비정질 IGZO TFT

를 유연 기  상에서 array로 구 하 으며

[11], 2006년에는 비정질 IGZO TFT를 용

한 최 의 컬러 electronic paper를 발표하 다

[12]. 비정질 산화물 TFT 어 이를 컬러필터 

어 이 상에 형성한 후 E-Ink사의 ‘Imaging 

Film’과 합착하 다. IGZO TFT의 투명함을 

극 으로 이용하여 패  제작 공정을 수월

하게 하 는데, 디스 이 viewing 측면에 있

는 컬러필터부가 있는 상 에 TFT 층을 형성

시켜 종래의 컬러필터와 TFT 층과의 정렬의 

어려움을 해결하 다. 종래 자 종이의 경우 

마이크로캡슐의 직경이 40~50 µm로 액정 셀

갭의 1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 (컬러필터

부)과 하 (TFT부)과의 정렬 합착이 쉽지 않

았는데, TFT 층이 투명하기 때문에 상  컬

러필터부에 TFT 층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으

며, 결과 으로 상 과 하 의 정렬 오차 허용

치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토  린 은 이

를 개량하여 2007년 5월 e-MRS에서 4'' 의 

컬러 자종이를 시연하 다. 100 ppi의 해상

도에 QVGA 이다.

  삼성 SDI에서는 산화물 반도체를 용한 

OLED 패 로서는 세계 최  사이즈인 풀컬

러 12.1'' WXGA AMOLED 디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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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 Toppan printing의 a-IGZO를 채택한 자종이. (a) PEN 기  에 제작한 flexible IGZO TFT 

active matrix backplane[11], (b) 컬러 자종이의 구조[12], (c) 2007년 발표한 4'' 컬러 자종이 시연 모

습과 blue 화소의 확 도[13].

SID '08에서 발표하 다[14,15]. IGZO 반도체

의 비정질 특성 덕분에, 2 트랜지스터 1 캐패

시터의 단순한 픽셀 회로로도 화소의 휘도 균

일도를 좋게 할 수 있었다. 계 효과 이동도 

8.2 cm2/Vs, 문턱 압 1.1 V, subthreshold 

swing 0.58 V/dec, on/off 비 10
8
 이상 등의 

특성을 확보하 다. IGZO는 In2Ga2ZnO7 조성

의 스퍼터 타겟을 사용하여 약 50 nm 두께로 

증착하 다. ES 방식의 TFT 구조를 사용하

여 7 mask 공정으로 AMOLED 백 인을 

구 하 다고 하며, ESL (etch stopper layer)  

공정을 최 화하여 우수한 TFT 특성을 얻었다.

  삼성 자와 삼성종합기술원은 SID '08에서

15'' 의 XGA AMLCD를 IGZO TFT를 이

용하여 구 하 다[16,17]. In:Ga:Zn는 2:2:1

이며, 계효과이동도는 4.2 cm
2
/Vs, 문턱 압

은 -1.3 V, subthreshold swing은 0.96 V/dec

이었으며, 한 SiOx 보호막과 후열처리로 

문턱 압 변화를 다. In2Ga2ZnO7 조성의 

타겟을 사용하여 DC  RF 스퍼터링을 이용

하 는데, DC 스퍼터링이 두께 균일도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산화물 반도체를 이

용한 LCD의 구동 분야에서는 2006년 Kochi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ZnO TFT를 

용한 1.46'' AMLCD가 최 의 사례이다[18].

  한편 ETRI는 2005년 이후 꾸 히 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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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 SID '08에서 발표한 삼성 SDI의 12.1'' 

WXGA AMOLED [14,15]. (a) AMOLED pixel 

구조, (b) 12.1'' WXGA AMOLED 디스 이.

( 는 PEALD) ZnO TFT에 한 연구 결과

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2005년 IDW '05에서

는 OLED를 세계 최 로 oxide TFT로 구동

하는 것을 시연하 고[19], SID '06에서 투명 

AMOLED (2.15'', 이동도 1.13 cm2/Vs, Vth 

0.8V, on-off 비 106)를 세계 최 로 시연하

다. 이어서 e-MRS spring 2007과 IMID ’07에

서는 3.5'' 투명 AMOLED (이동도 8.9 cm2/ 

Vs, subthreshold swing 0.95 V/dec, on-off 

비 10
7
)를 시연하 다[20]. ZnO-TFT 구동 투

명 AMOLED로서 투명 배선을 용하고 투명 

OLED 기술을 용하여 패  투과도가 60% 

정도인 패 을 구 하 다.

  삼성종합기술원은 4'' QVGA AMOLED 

랫폼을 기반으로 a-IGZO TFT에 한 연구결

과를 IMID '07, IDW '07, SID '08에서 지속

으로 발표하고 있다[21].

(a)

(b)

Figure 6. SID '08에서 발표한 삼성 자의 15'' 

XGA AMLCD[16, 17]. (a) staggered bottom- 

gate 구조의 IGZO TFT, (b) 15'' XGA AMLCD

의 동작 이미지.

4. 용액공정을 이용한 산화물반도체 제작 

  용액공정을 이용한 TFT 구 은 유기반도체

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다. 유기반도

체 TFT는 10년 가까이 차세  유연디스

이 구동소자의 1순  후보로 계속 검토되어 

왔다. 유기TFT는 이동도, 류 도, 신뢰성, 

제작 공정 등의 에서 난제를 완 히 해결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러 분야에서 무기물질을 용액공정으

로 인쇄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Ag, Cu와 같은 속막, ITO 투명 도

막, (Al, Ga) doped ZnO 막, SiO2, HfOx 연

막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상으로 온 용액 

공정을 개발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 아직 연구개발 기단계인 산화

물반도체 TFT 분야에서는 용액 공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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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가 많지 않다.

  용액공정은 sol-gel 법, 유기 속분해법(MOD : 

Metal organic decomposition), 나노입자분산

용액법, 화학욕조법(CBD : chemical bath de-

postion)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산화

물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은 sol-gel 법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ol-gel 산화물반도체 공정은 열처리 온도가 

아직은 높은 편인데, ZnO를 단독으로 제작하

는 경우 500~600 ℃ 정도의 온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Sol-gel 법은 

한 pH에서 구체의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 

무기 그물망을 형성하고, 이를 함유한 용액을 

코 한 후 열처리를 통해 속 산화물을 형성

하는 공정이다. 미리 고분자화된 콜로이드상의 

주성분은 세라믹 구물질이기 때문에 열처리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통 구

체로는 속알콕사이드, 속아세테이트 등이 

많이 사용된다. 구체 화합물은 용해도가 높

아야 하며, 안정된 용액상을 유지해야 하며, 

열처리 후 잔류물이 어야 한다. Sol의 코

은 dip coating, spin coating, spray coating 등

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spin coating은 원심

력 원리에 의해 균일한 두께의 코 층을 얻는 

방법이며, dip coating은 샘 을 용액 상에 담

지한 후 일정 속도로 꺼내어 코 층을 얻는 

방법이다.

  산화물 반도체 sol을 ink-jet printing에 응용

하는 사례는 몇 건 보고가 되고 있다. 연세

에서는 zinc tin oxide용 sol-gel 용액을 제조하

여 잉크젯 잉크로 사용하 다[23]. 소스와 드

인 극 사이에 ZTO (Sn 25 mol%) 용액

을 린 하여 제작한 트랜지스트는 이동도 

0.01 cm
2
/Vs, on/off 류비 10

5
 수 을 얻었

다. Zinc acetate dihydrate와 tin acetate를 원

료로 사용하 으며 2-메톡시에탄올과 안정제를 

이용하여 sol-gel 용액을 제조하 으며, 500 ℃ 

후열처리를 수행하 다. 이어서 2007년 MRS 

fall meeting에서는 공정을 개선하여 Sn dop-

ed ZnO 기반의 TFT에서 350~500 ℃ 열처리 

(a)

(b)

Figure 7. Sol-gel법으로 제작한 ZnZrO TFT[26]. 

(a) ZnZrO TFT의 구조, (b) ZnZrO TFT 백

인을 용한 4.1'' AMLCD의 동작 이미지.

후 이동도 0.1∼0.5 cm2/Vs 수 을 얻은 결과

를 발표하 다.

  Zn1-xMgxO, Zn1-xZrxO 박막용 sol-gel 용액을 

딥코  는 스핀코  후 고온 열처리를 거쳐 

TFT를 제작한 사례도 보고되었다[24,25]. 최

근에는 비교  낮은 온도인  300 ℃에서 Zn0.97 

Zr0.03O 박막을 sol-gel 법으로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4.1'' QVGA TFT-LCD를 시연한 결

과도 발표되었다[26]. Zinc acetate와 zirco-

nium propoxide를 구체로 사용하 으며, 이

동도 0.0042 cm
2
/Vs와 Vth 24.5 V 특성을 얻

었다.

  ZTO  IZO 채 층을 용액공정으로 제작

한 사례도 보고되었다[27]. Zinc acetate di-

hydrate, tin chloride  indium acetate를 2-

메톡시에탄올에 녹인 용액을 사용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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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안정제로 acetylacetone 는 diethanol-

amine을 한 몰비로 첨가하 다. 500 ℃에

서 열처리를 진행하 으며 2 cm2/Vs 후의 

이동도를 얻었다. 

  ZnO 단일산화막  ZnO에 Zr, Sn, In, Mg 

등을 섞은 이성분계 산화막 외에 삼성분계인 

IGZO를 sol-gel 법으로 제작한 사례도 최근에 

보고되었다[8]. 다결정 IGZO TFT 소자를 In, 

Ga, Zn 몰비가 1:1:2로 구성된 IGZO sol-gel 

용액을 스핀코 하여 제작하 으며, on-off 비

가 1.88 × 10
5
, 계효과이동도가 0.96 cm

2
/Vs

이었다. 1 M zinc acetate dihydrate, 0.5 M 

indium nitrate, 0.5 M gallium nitrate 용액을 

2-메톡시에탄올 용매를 이용하여 In, Ga, Zn 

몰비가 1:1:2인 IGZO sol을 제조하 으며, 첨

가제로 mono-ethanolamine과 acetic acid를 이

용하 고, 450 ℃ 후열처리를 진행하 다.

  한편 속 염화물을 박막형태로 코 하여 

물과의 치환/산화 반응을 통해 산화막을 형성

하는 방법도 있다[28]. ZIO 박막을 각각의 염

화물을 이용하여 제작하 는데, 용매는 aceto-

nitrile을 사용하 다. 채 을 잉크젯 코 한 

TFT의 이동도로 7.4 cm
2
/Vs, 스핀 코 한 

TFT의 이동도로 16.1 cm2/Vs를 얻었다.

  나노입자를 액상으로 분산하여 코 에 용

하는 방법도 요한 용액공정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나노입자는 입자의 직

경이 작을수록 비표면 이 크게 증가하고 녹

는 의 강하가 커진다. 나노입자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코 된 나노입자의 소결온도는 낮아

지지만, 나노 입자의 표면에 지가 함께 커져 

액상에서 안정 인 분산성을 확보하기 해 

기능성 유기리간드로 나노입자를 감싸주곤 한

다. 용액의 제조법이 핵심 인 기술 의 하나

이며, 나노구 는 나노막 의 형태와 사이즈 

분포도 TFT의 물성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산화물반도체 나노입자를 이용한 용액공

정 사례는 재까지는 모두 ZnO TFT에 제한

되어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U. C. Berkeley에서는 자체 합성한 

3 nm 의 ZnO 나노입자를 이용해 ZnO 기

반 TFT를 spin casting 공정으로 2004년 제작

한 바 있다[29]. 미세 나노입자의 특성상 

105 ℃에서 sintering이 가능하나, 400 ℃ form-

ing gas annealing 후 0.1 cm
2
/Vs 수 의 이

동도를 얻었다. 2007년에는 같은 그룹에서 화

학욕조증착법(CBD)을 이용하여 ZnO TFT를 

제작하여 425~700 ℃ 후속 열처리를 거쳐 이

동도 3.5 cm2/Vs를 얻었다[30].

  나노입자를 코 하게 되면 박막의 con-

nectivity는 나쁘게 되는데 이를 만회하기 

해 2 step growth를 시도한 사례도 몇 몇 보

인다.

  Cambridge 학의 Sun 그룹은 2005년 col-

loidal nanocrystal ZnO를 spin coating하고 이

어서 230 ℃ 후증착공정(hydrothermal growth)

을 진행하여 TFT를 제작하 으며 이동도 

0.61 cm2/Vs 수 의 TFT를 얻었다[31]. 나노

막 에 비해 나노구는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2006년 연세  문주호 교수 은 표면 cov-

erage를 향상시키고자 30 nm 의 ZnO 나노입

자와 zinc acetate를 함께 함유한 ZnO 잉크를 이

용하여 spin coating에 용하 다[32]. 600 ℃ 

후열처리 후 이동도는  3*10-3 cm2/Vs이었다.

  SID ’07에서도 유사한 연구 사례가 발표되

었는데, zinc acetate 기반의 sol-gel 용액과 나

노입자 함유 용액을 이용하여 ZnO TFT를 제

작하 으며, 0.1 cm
2
/Vs 후의 이동도를 얻

었다고 한다[33]. Sol-gel 단일 용액은 450 ℃ 

열처리를 용하는데, Figure 8과 같은 나노입

자 slurry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 ℃ 

이하의 온도에서 공정을 수행하 다.

  최근에는 ZnO TFT를 상온 용액공정으로 

제작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ETRI에서는 

음 법을 이용해 길이가 50~150 nm, 지름이 

5~15 nm 수 의 ZnO 나노막 를 제작하고 

이를 spin casting하 는데, 나노입자  나노

막 는 메탄올에 분산시켜 사용하 으며 코  

후 상온에서 건조하 다[34]. On-off 비 8.6 × 

10
5
, 이동도 2.1 cm

2
/Vs를 얻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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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ZnO slurry를 이용한 ZnO 박막 형성 

사례[33].

  와 같이 산화물 반도체를 용액공정을 통

해 제작하고자 이미 몇 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실용성 있

는 기술이 되기 해서는 진공 공정에 비해 

히 떨어지는 기  특성과 높은 공정온

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

구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산화물반도체의 기본 인 원리, 개발 역사, 

시회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액 공정에

로의 발  가능성을 두루 살펴보았다. 산화물

반도체 TFT는 짧은 몇 년 사이에 부신 발

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기  기

술은 일본과 미국이 앞서 있지만, 실용화 

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앞서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화물 반도체  더 나아

가 다양한 무기 박막의 온 인쇄 공정은 장

차 유망한 기술로 두될 것으로 단된다. 인

쇄형 무기 박막트랜지스터는 아직 미개척 분

야이다. 무기물 토 의 신뢰성 있는 소자를 구

하기 해서는, 무기산화막 잉크 재료  이

의 린  공정기술에 한 체계 인 연구개

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S. Masuda, K. Kitamura, Y. Okumura, S. 

Miyatake, H. Tabata, and T. Kawai, 

Transparent thin film transistors using 

ZnO as an active channel layer and their 

electrical properties, J. Appl. Phys., 93, 

1624 (2003).

 2. R. L. Hoffman, B. J. Norris, and J. F. 

Wager, ZnO-based transparent thin-film 

transistors, Appl. Phys. Lett., 82, 733 

(2003).

 3. P. F. Carcia, R. S. McLean, M. H. 

Reilly, and G. Nunes, Transparent ZnO 

thin-film transistor fabricated by rf mag-

netron sputtering, Appl. Phys. Lett., 82, 

1117 (2003).

 4. S. Narushima, H Mizoguchi, K. Shimizu, 

K. Ueda, H. Ohta, M. Hirano, T. 

Kamiya, and H. Hosono, A p-type amor-

phous oxide semiconductor and room 

temperature fabrication of amorphous ox-

ide p-n heterojunction diodes, Adv. Mater., 

15, 1409 (2003).

 5. K. Nomura, H. Ohta, A. Takagi, T. 

Kamiya, M. Hirano, and H. Hosono, 

Room-temperature fabrication of trans-

parent flexible thin film transistors using 

amorphous oxide semiconductors, Nature, 

432, 488 (2004). 

 6. H. Hosono, Recent progress in trans-

parent oxide semiconductors: materials 

and device application, Thin Solid Films, 

515, 6000 (2007).

 7. J. F. Wager, Transparent electronics - 

display applications, SID 07 Digest, pp. 

1824 (2007).

 8. G. H. Kim, H. S. Shin, K. H. Kim, W. J. 

Park, Y. J. Choi, B. D. Ahn, and H. J. 



KIC News, Volume 11, No. 5, 2008   13

Kim, Fabrication of solution processed 

InGaZnO thin film transistor for active 

matrix backplane, SID 08 Digest, pp. 

1258 (2008).   

 9. H.-N. Lee, J. Kyung, S. K. Kang, D. Y. Kim, 

M.-C. Sung, S.-J. Kim, C. N. Kim, H. G. 

Kim, and S.-T. Kim, 3.5 inch QCIF+ 

AM-OLED panel based on oxide TFT back-

plane, SID 07 Digest, pp. 1826 (2007).

10. M.-C. Sung, H.-N. Lee, C. N. Kim, S. K. 

Kang, D. Y. Kim, S.-J. Kim, S. K. Kim, 

S.-K. Kim, H.-G. Kim, and S.-T. Kim, 

Novel backplane for AM-OLED device, 

IMID '07 DIGEST, pp. 133 (2007).

11. M. Ito, M. Kon, M. Ishizaki, and N. 

Sekine, A flexible active-matrix TFT ar-

ray with amorphous oxide semiconductors 

for electronic paper, IDW/AD 05, pp. 845 

(2005).

12. M. Ito, M. Kon, M. Ishizaki, C. Miyazaki, 

K. Imayoshi, M. Tamakoshi, Y. Ugajin, 

and N. Sekine, A Novel display structure 

for color electronic paper driven with 

fully transparent amorphous oxide TFT 

array, IDW 06, pp. 585 (2006).

13. Nikkei electronics Asia, Transparent elec-

tronic products soon a reality, November 

pp. 18 (2007).

14. J. K. Jeong, J. H. Jeong, J. H. Choi, J. S. 

Im, S. H. Kim, H. W. Yang, K. N. 

Kang, K. S. Kim, T. K. Ahn, H-J. 

Chung, M. Kim, B. S. Gu, J-S. Park, 

Y-G Mo, H. D. Kim, and H. K. Chung, 

12.1-inch WXGA AMOLED display driv-

en by indium-gallium-zinc oxide TFTs 

array, SID 08 Digest, pp. 1 (2008).

15. SID '08 DVD, 12.1-in. WXGA AMOLED 

Display Driven by In-Ga-Zn-O TFT 

Arrays 삼성 SDI 발표자료. 

16. J-H. Lee, D-H. Kim, D-J. Yang, S-Y. 

Hong, K-S. Yoon, P-S. Hong, C-O. 

Jeong, H-S. Park, S. Y. Kim, S. K. Lim, 

S. S. Kim, K-S. Son, T-S. Kim, J-Y. 

Kwon, and S-Y. Lee, World’s largest 

(15-inch) XGA AMLCD panel using 

IGZO oxide TFT, SID 08 Digest, pp. 625 

(2008).

17. SID '08 DVD, The World's Largest 

(15-in.) XGA LCD Panel Using IGZO 

Oxide TFTs 삼성 자 발표자료.

18. M. Furuta, T. Matsuda, T. Hiramatsu, 

H. Furuta, T. Hirao, M. Yoshida, H. 

Hokari, H. Ishii, and M. Kakegawa, 

Characterization of sputter-deposited ZnO 

thin film and its application to thin-film 

transistors, IDW 06, pp. 677 (2006).

19. C.-S. Hwang, S.-H. Ko Park, and H. Y. 

Chu, ZnO TFT fabricated at low tem-

perature for application of active-matrix 

display, IDW/AD 05, pp. 1149 (2005).

20. S.-H. Ko Park, C.-S. Hwang, C. Byun, 

M. Ryu, J.-I. Lee, H. Y. Chu, K. I. Cho, 

J. Y. Chae, and S.-J. Han, Challenge to 

future displays: transparent AM-OLED 

driven by PEALD grown ZnO TFT, 

IMID '07 DIGEST, pp. 1249 (2007).

21. J. Y. Kwon, K. S. Son, J. S. Jung, T. S. 

Kim, M. K. Ryu, K. B. Park, J. W. Kim, 

Y. G. Lee, C. J. Kim, S. I. Kim, Y. S. 

Park, S. Y. Lee, and J. M. Kim, 4 inch 

QVGA AMOLED display driven by 

GaInZnO TFT, IMID '07 DIGEST, pp. 

141 (2007).

22. B. J. Norris, J. Anderson, J. F. Wager, D. 

A. Kezzler, and J. Phys. D, Spin-coated 

zinc oxide transparent transistors, 36, pp. 

L105 (2003).

23. S. Lee, Y. Jeong, and J. Moon, Direct 

writing of semiconducting oxide layer 

using ink-jet printing, IMID '07 DIGEST, 



14  공업화학 전망, 제11권 제5호, 2008

pp. 875 (2007)

24. J. H. Lee, P. Lin, C. C. Lee, J. C. Ho, 

and Y. W. Wang, Sol–gel derived 

Zn(1-x)MgxO thin films used as active 

channel layer of thin-film transistors, 

Jpn. J. Appl. Phys., 44, 4784 (2005).

25. J. H. Lee, P. Lin, J. C. Ho, and C. C. 

Lee, Chemical solution deposition of Zn1–

xZrxO thin films as active channel layers 

of thin-film transistors, Electrochem. Solid 

-State Lett., 9, G117 (2006).

26. S-C. Chiang, C-C. Yu, F-W. Chang, 

S-W. Liang, C-H. Tsai, B-C. Chuang, 

and C-Y. Tsay, Zn0.97Zr0.03O-TFT fab-

ricated by sol-gel method and its appli-

cation for active matrix LCDs, SID 08 

Digest, pp. 1188 (2008).

27. S-J. Seo, C. G. Choi, Y. H. Hwang, and 

B-S. Bae, Transparent amorphous oxide 

thin film transistors fabricated by sol-

ution coating process, SID 08 Digest, pp. 

1254 (2008).

28. D.-H. Lee, Y.-J. Chang, G. S. Herman, 

and C.-H. Chang, A general route to 

printable high-mobility transparent amor-

phous oxide semiconductors, Advanced 

Materials, 19, 843 (2007).

29. S. K. Volkman, B. A. Mattis, S. E. Molesa, 

J. B. Lee, A. de la F. Vornbrock, T. 

Bakhishev, and V. Subramanian, A novel 

transparent air-stable printable n-type 

semiconductor technology using ZnO nano-

particles, IEDM Tech. Dig., pp. 769 (2004).

30. D. Redinger and V. Subramanian, High 

-performance chemical-bath-deposited zinc 

oxide thin-film transistors, IEEE Transac-

tions on electron devices, 54(6), 1301 

(2007).

31. B. Sun Solution-processed zinc oxide 

field-effect transistors based on self-as-

sembly of colloidal nanorods, Sirringhaus, 

Nanoletters, 5(12), pp. 2408 (2005).

32. S. Lee, S. Jeong, D. Kim, B-K. Park, and 

J. Moon, Fabrication of solution processed 

thin film transistor using zinc oxide nano-

particles, IMID/IDMC '06 digest, pp. 703 

(2006).

33. D. Levy, L. Irving, and A. Childs, 

High-performance zinc oxide transistors 

by an ambient process, SID 07 Digest, 

pp. 230 (2007).

34. J-Y. Oh, S-Y. Kang, C-S. Hwang, G-H. 

Kim, S. D. Ahn, C-A. Kim, J. B. Koo, 

K-S. Suh, and H-K. Shim, ZnO TFTs 

fabricated at room temperature by solu-

tion process, SID 08 Digest, pp. 1274 

(2008).



KIC News, Volume 11, No. 5, 2008   15

%  자 소 개

김 대 환

1992∼1996 서강 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6∼1998 포항공과 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1998∼2002 포항공과 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02∼2005 삼성 자(주) 반도체연구소 

책임연구원
2005∼ 재 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강 진 규

1984∼1991 서울 학교 공업화학과 학사
1991∼1993 포항공과 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1996∼2000 포항공과 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1993∼1995 LG 자(주) 주임연구원
2000∼2005 삼성 자(주) 책임연구원
2005∼ 재 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양 기 정

1992∼1999 운 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9∼2001 포항공과 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2001∼2003 삼성 기(주) 임연구원
2004∼2005 LG Philips LCD
2005∼ 재 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도 윤 선

2001∼2005 경북 학교 
자 기컴퓨터학부 학사

2005∼2007 KAIST 기 자공학과 석사
2007∼ 재 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성 시 준

1994∼1998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학사

1998∼2000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2000∼2004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박사

2004∼2007 삼성 자(주) 책임연구원
2007∼ 재 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손 대 호

2003∼2006 한양 학교 물리학과 학사
2006∼2008 서울시립 학교 

나노과학기술학과 석사
2008∼ 재 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최 병 대

1984∼1988 서울 학교 속공학과 학사
1988∼1990 서울 학교 속공학과 석사
1995∼1999 동경공업 학 재료과학 박사
1993∼1995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연구원
2000∼2005 LG.Philips LCD 책임연구원
2005∼ 재 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