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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으로 증착한 산소 결핍 구조 TiO2-x 박막
트랜지스터에 미치는 급속 열처리 온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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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Rapid Thermal Annealing Temperature on Oxygen-Deficient TiO2-x-based 
Thin-Film Transistors Deposi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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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rapid thermal annealing (RTA) temperature report on oxygen-

deficient rutile TiO2-x thin-film transistors deposi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Amorphous TFTs that use

TiO2-x semiconductors as an active layer can be fabricated by low-temperature process and show remarkable

electrical performance. The RTA post-annealing process provides greater production and development

flexibility, and a fast preparation method. Structural analyses using X-ray diffraction suggested that when

the TiO2-x film was annealed at different temperatures (400 °C, 500 °C, 600 °C, and 700 °C) it changed from

an amorphous to a rutile phase. The oxygen vacancies in the TiO2-x region acted as traps for electrons and

led to carrier transport behavior. The TFT based on a TiO2-x channel layer annealed at 700 °C showed strongly

saturated output characteristics, a much higher on/off current ratio of 7.2 × 103 A, electron mobility of 0.15

cm2/Vs, a threshold voltage of 0.4 V, and a subthreshold swing of 0.31 V/dec. However, when the temperature

of the RTA was 700 °C,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TFT was reduced and surface roughness increased,

thereby reducing the mobility of the element charges, as well as leakag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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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투명한 특성을 지닌 n-type 결정성 (crystalline)

ZnO, InZnO, n-type 비정질 (amorphous) InGaZnO

(IGZO)와 같은 산화물 반도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백

플레인 (backplane) 재료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균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으

로 인해 비정질 실리콘 (Si)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주

목을 받고 있다 [1-5].

특히 IGZO 채널 층 기반의 박막 트랜지스터 (thin-film

transistor, TFT)는 이동도가 우수하여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구동 회로의 적용이 유리하고, 에너지 밴드갭 (energy

band gap)이 3 eV 이상이므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명성을

지니기 때문에 투명 소자로 제작이 수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IGZO 채널 층의 구성 물질인 인듐 (In), 갈

륨 (Ga)과 같은 희귀 금속의 매우 높은 원가 비용은 최종

생산 단가에 영향을 주므로 여전히 중요한 결점이다 [6-8].

TFT의 생산 단가는 반도체 공정상의 가장 중요시되는 부

분 중 하나이므로, 공정 단계에서 칩 크기 (die size)와 실

장 비용 (package cost)을 줄이거나 수율 (yield)을 향상시

키는 등의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연구에서

공정 기술상의 다양한 발전이 시도되고 있지만 IGZO 채

널 층에 대한 고질적인 원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

은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소 결핍 구조의 이산화 티타늄 (TiO2-x)은 저렴한 티타

늄 (Ti)의 원가와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고비용 IGZO 채

널 층의 대안으로 제안되어 왔다 [9,10]. TiO2-x는 루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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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ile)의 경우 자외선 영역에 속하는 넓은 energy band

gap을 가지고 있으며, 부식과 외부 광원과 같은 환경에 견

딜 수 있는 우수한 지속성 및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

다 [11]. 또한 높은 굴절률과 적절한 유전율로 인해, 다른

산화물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을 가지기

때문에 TFT의 채널 층 물질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TiO2-x TFT는 스프레이 열 분해법 (spray pyrolysis)

[12-15], 용액 공정 (solution process) [16,17], 펄스레이저

증착법 (pulsed laser deposition) [18-20], 금속-유기물 화

학 기상법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21],

스퍼터링 증착법 (sputtering deposition) [22-24]과 같은 여

러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 중 sputtering deposition 공

정은 높은 증착률과 낮은 기판 온도 유지, 비교적 쉬운 박

막 조성 제어 등의 장점으로 인해 대량 생산에 상업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5-27].

한편 TFT의 채널 층으로서 TiO2-x 박막의 가능성은 다양

하게 연구되어 왔지만,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으

로 증착된 후 급속 열처리 (rapid thermal annealing, RTA)

에 의해 유도된 루틸 (rutile), 아나타제 (anatase) TiO2-x 채

널 층의 전기적, 표면적인 반도체 성능 변화에 대한 조사는

아직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면적 디스플레이의 back plane

제작에 가장 적합하며 다양한 장점을 가지는 공정 방법인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으로 TiO2-x 박막을 증착하

고 각각 400, 500, 600, 700 °C로 RTA의 온도차를 제작

조건으로 설정하여 post-annealing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를 제작한 후, TiO2-x 박막 표면

상의 미세 구조 분석 및 결정체 물질 분자상의 x-ray 조사

에 통해서 RTA의 온도 변수가 TiO2-x 결정체 구조적 특성

및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에 대한 전기적 특성, 전류

지속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그림 1(a)은 본 연구에서 TC-BG (top contact-bottom

gate) 구조로 제작한 TiO2-x 채널 층 기반 TFT의 간략한

도식도를 나타낸다. 하단 부분에 두께 600 µm의 heavily

doped n-type Si wafer를 기판이자 gate 하부 전극으로

사용하였으며, 열산화 (thermal oxidation)를 통해 두께

100 nm의 SiO2를 절연막으로 형성하였다. 이후 채널 층

증착을 대비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세정 (piranha cleaning)을 진행하였다. Acetone을 이

용하여 무기, 유기 불순물을 제거하고 isopropyl alcohol과

탈이온수 (deionized water)를 사용하여 잔류하는 acetone

을 세척하였다. 기판상의 먼지처럼 작은 불순물이 아닌 넓

은 범위를 차지하는 불순물은 단순히 기포의 파괴에 의해

떨어지기 힘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초음파 분쇄기

(sonicator)를 사용하여 오염 물질과 기판 사이의 틈에 기

포를 발생시키고 파괴하거나, 큰 기포를 발생시킴으로써 오

염 물질을 기판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세척하

였다.

이후 piranha cleaning을 마친 SiO2 절연막 상에, 산소 결

핍 구조의 TiO2-x 채널 층을 증착하기 위해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을 이용하여 스퍼터링 증착 공정을 진행

하였다. 스퍼터링 시스템은 저/고진공을 형성한 후 진공도

를 유지시키기 위한 진공 프로세스 챔버, RF 전원 공급

장치 (RF generator), 스퍼터링 타겟 (target) 소스, 기판

홀더, 가스 주입 장치 (mass flow controller, MFC)로 구

성되어 있다. 스퍼터링에 사용된 소스는 단일 TiO2-x로 제

조된 직경 4 inch target을 사용하였고, TiO2-x target 면을

음극 (cathode)으로, 기판의 면을 양극 (anode)으로 설정하

였으며 기판과 target 사이의 거리를 8 cm로 유지하였다.

스퍼터링 시 초기에 고진공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 로터리

Fig. 1.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oxygen-deficient TiO2-x channel layer-based TFT structure and (b) XRD spectra patterns of the 30
nm thickness TiO2-x thin-films resulting from RTA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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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rotary pump)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챔버 내의 압력

을 약 2.5 × 10-3 torr까지 조절한 후, 터보 펌프 (turbo

molecular pump)를 통해 약 6.5 × 10-6 torr까지 고진공도

를 설정하여 초기 압력을 설정하였다. 챔버 내로 고순도의

이온화된 아르곤 (Ar) 가스를 MFC를 통해 약 30 sccm으

로 주입하고 가스를 가속하여 TiO2-x target에 충돌시킴으로

써 원자를 분출하였다. RF power는 200 W를 인가하여 플

라즈마를 유지시킨 후 실제 공정 압력을 약 1.5 × 10-2 torr로

설정하였다. 박막을 증착하기 전에 target 표면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예비 스퍼터링을 5분 동안 진행

한 후, TiO2-x를 약 30 nm 두께로 증착하였다. 이때의 기

판 온도는 상온으로 유지하였으며 박막의 균일한 증착을

위해서 기판을 7 rpm의 속도로 회전시켰다.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을 통해 TiO2-x 채널

층을 증착한 후, RTA의 온도 변수가 TiO2-x 박막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MIDAS사의 RTA system을

이용하여 post-annealing을 진행하였다. RTA는 기판의 온

도를 상승시키는 부분에서 인덕터 코일 (inductor coil)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복사 열전달 (radiation heat transfer)

을 이용하므로, 외벽 및 주변은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주위 제어 (ambient control)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열처리 량 (thermal mass)이 적으므로 열처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기존의 furnace 방식과 비교하여,

RTA는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채널 층의 lifetime

degradation 유발을 방지함에 있어서 더욱 수월하다. 따라

서 RTA 방식을 채택하여, TiO2-x 채널 층을 30 nm로 증

착한 5개의 기판 중에서 4개의 기판에 각각 400, 500,

600, 700 °C로 온도차를 설정하고 약 5분 동안 RTA를 실

시하였다.

RTA를 진행한 후, DC magnetron sputtering system을

통해 알루미늄 (Al) target과 source/drain 쉐도우 마스크

(shadow mask)를 이용하여 진공상에서 스퍼터링을 진행하

였다. DC power와 프로세스 챔버 내에 실제 공정 압력을

각각 150 W, 1.5 × 10-2 Torr로 설정한 후, 길이 200 µm,

폭 2,000 µm인 Al source/drain을 TiO2-x 채널 층 상부에

약 100 nm 두께로 증착하여 TiO2-x 채널 층 기반 TFT의

제작을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RTA를 진행하지 않은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와 reference post-annealing으로 실시

한 RTA 온도차가 400, 500, 600, 700 °C로 각각 다르게

설정된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를 제작하였다. 완성된

TFT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 실온에서 Keithley사의 반도체

파라미터 분석기 (Keithley 2636)를 통해 각각의 파라미터

를 추출하여 트랜지스터로서 전기적 성능과 전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RTA 온도 변수가 TiO2-x

박막에도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BRUKER사의

모델명 ICON AFM (atomic force microscope) 원자간력

현미경을 사용하여 TiO2-x 채널 층의 미세 구조를 분석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 제작 공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post-annealing으로 RTA의 온도차를 임의

의 환경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트랜지스터 소자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화된 조건을 조사하였다.

그림 1(b)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TiO2-x 채널 층에 대한

RTA를 진행하지 않은 as-deposited 소자와 400, 500,

600, 700 °C로 온도차를 각각 설정하여 RTA post-

annealing 과정을 거친 TiO2-x 채널 층의 결정성을 확인하

기 위해서, Rigaku사의 모델명 JP/SmartLab 고출력 x-선

회절분석기 (x-ray diffractometer, XRD)를 사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rutile TiO2-x 박막의

(110) 면에 해당하는 2 theta = 27.5°에서 강한 peak가 나

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XRD 패턴을 보았을

때, 순수한 amorphous 상태의 TiO2-x 박막에 있어서 명확

한 peak가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진행한 RTA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XRD peak가

상승하는데,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박막 증착 후의 RTA

가 TiO2-x의 결정을 amorphous에서 rutile 구조로 점차 변

화시키는데 중요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iO2-x 박막은 일반적으로 상온 상태에서 제작된 후, 어떠

한 crystalline도 띄지 않는 amorphous 형태를 지닌다. 하

지만 환경상의 상전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rutile,

anatase, 브루카이트 (brookite)의 세 가지 결정 형태로 변

화할 수 있다. Amorphous 형태는 구조적인 불규칙성에

의하여 energy bandgap 내에 상당히 많은 국부 상태

(localized state)가 발견되기 때문에 소자의 해석에 어려운

점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결정 입계 (grain boundary)로

부터 발생하는 채널 층의 전하 트랩 (charge trap) 상태로

인해, 부분적으로 전기적 저항 값이 높아서 캐리어의 이동

도 및 암전도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amorphous

에서 rutile 구조로 상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전기적 저항

값이 현저하게 줄어들며 대체로 모든 온도에서 안정적인

점으로 인해서 전하 전이 (charge transport)가 매우 높아

지므로 최종적으로 트랜지스터의 성능에 전기적으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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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post-annealing으로 진행한 RTA

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에 대

한 전자 이동도 (electron mobility)가 개선되는 rutile 구

조로 점차 상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as-deposited 소자와 400, 500, 600, 700 °C

로 RTA를 실시하여 제작한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

의 전기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source-drain bias

voltage (Vds)를 0 ~ 30 V까지 step 0.2 V로 설정하였을 때

의 source-drain current (Ids)를 조사한 출력 특선 (output

curve)을 나타낸다.

(1)

위의 식 (1)은 선형 전류 영역 (linear current region)

에서의 Ids를 의미하며, Ci는 절연막에서의 단위 면적당 커

패시턴스 (capacitance), W와 L은 채널 층의 폭 (width)

과 길이 (length), μFE는 전계 효과 이동도 (field effect

mobility)를 뜻한다. Ids 값이 매우 낮으면, 식의 이차항을

무시할 수 있고 Vds와 Ids 사이의 선형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를 linear current region이라 명

칭한다.

(2)

식 (2)는 포화 영역 (saturation region)에서의 Ids를 의

미하며, μsat는 포화 이동도 (saturation mobility)다.

Saturation region에서 n-채널 pinch-off가 발생하고 Ids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output curve에서 linear

current region과 saturation region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Vgs 값이 상승할수록 Ids-Vds curve 사이의 간격과

μsat도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그림 2의 output curve는 gate bias voltage (Vgs)를

0~30 V까지 sweep 10 V로 설정하였다. 진행한 RTA의 온

도가 올라갈수록 누설 전류 (leakage current)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발견되는 leakage

current는 TiO2-x 박막을 증착할 때 패터닝을 진행하지 않

아서 생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output curve를 보았

을 때, 5~8 V 이전의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에서 leakage

current가 발생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Al 상

부 전극이 증착되기 전의 상태에서 TiO2-x 채널 층에 대해

RTA를 진행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RTA에서 형성된 TiO2-x 박막 내의 활성화된 산소가

Ids A( )
WCi

L
----------μFE Vgs Vth–( )Vds

1

2
---Vds

2

–=

Ids A( )
WCi

2L
----------μsat Vgs Vth–( )2=

Fig. 2. Output characteristics Ids-Vds curves at four different Vgs of TFTs with TiO2-x channel layers deposi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 (a) as-deposited, annealed at (b) 400 °C, (c) 500 °C, (d) 600 °C, and (e) 7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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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전극으로 빠져나가지 못 하게 되며, 이는 환원 상황

을 더뎌지게 하고 계면 전위 장벽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저전압 구동에서 leakage current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림 2(a)와 같이, post-annealing으로 RTA를 진행하지

않은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는 각각의 Vgs에 따른

output curve의 overlap이 발생함에 따라 전기적 성능이

붕괴되어서 연구 가치가 손실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림 2(a)와 RTA를 400 °C에서 진행한 TiO2-x 채널 층 기

반의 TFT인 2(b)는 높은 저항 상태를 가지는 amorphous

구조 채널 층의 잔류하는 절연 특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TFT 특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RTA를 500, 600,

700 °C로 실시한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인 그림

2(c)~2(e)를 보았을 때, Ids-Vds 특성에서 일반적인 n-type

반도체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처리 온도 차

로 각각을 비교하였을 때, RTA 온도가 상승할수록 pinch-

off가 된 후에 포화 영역 (saturation region)에서 Ids의 전

류 점멸비 (on/off current ratio)가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그림 2(e)와 같이 700 °C에서 RTA를 진행

한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는 강하게 saturation된

output 특성을 보이며, 본 연구에서 RTA를 진행한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7.2 ×

103 A 값의 on/off current ratio를 확인할 수 있다. RTA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urn-on voltage 값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Vds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O2-x 박막에 대한 XPS 분석을 통해 O1s

peak를 보았을 때, TiO2-x 박막에 가한 RTA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서 격자 산소 (lattice oxygen) peak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8,29]. 반면에 TiO2-x 박막에 가하

는 RTA 온도를 상승시킬수록 rutile 형태의 TiO2-x 박막으

로 상변이가 진행되며, 산소 공공 (oxygen vacancy)이 증

가한다. 이러한 oxygen vacancy는 이중으로 대전된 donor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자 농도의 증가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결국 전자 농도의 증가와 함께

인가 전압의 증가로 Vds 값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림 3은 as-deposited 소자와 400, 500, 600, 700 °C

로 각각 온도를 설정하고 RTA를 실시하여 제작한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에 대한 전달 특성 (transfer curve)을

나타낸다. 각각 Vds를 30 V로 고정하여 bias voltage를 인

가하였으며, Vgs를 -10~30 V까지 step 0.2 V로 설정하였을

때의 Ids를 조사하였다. RTA를 실시하지 않은 TiO2-x 채널

층 기반의 as-deposited TFT는 문턱치 전압 (threshold

voltage, Vth)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transfer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on/off 상태의 전류도 매우

낮고, gate 전압에 의한 채널 제어가 어려움으로써 전반적

으로 거의 부도체와 같은 특성을 나타냈다. 반면에 RTA를

실시한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는 Vth가 정상적인 음

의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며, TFT의 transfer 특성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RTA를 실시한 과정이

TiO2-x 채널 층과 Al source/drain 사이의 계면 트랩과

TiO2-x 채널 층 내의 결함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소자

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발생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또

한 RTA를 실시한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를 각각 비

교하였을 때, 실시한 RTA 온도가 상승할수록 off에서 on

상태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on/off current ratio가 대

체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700 °C에서 RTA를 실시한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의 transfer 특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RTA의 온도 차이가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해서 전기적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3)

식 (3)에서 부임계 스윙 (subthreshold swing, S/S)은

Vth 이하의 전압이 인가되었음에도 leakage current가 발생

해서 생긴 개념이며, Vgs를 인가하였을 때 출력 값인 Ids를

10배로 생성하는데 필요한 전압의 증가량을 뜻하고 식으로

는 Vgs와 logIds의 변화분을 의미한다. S/S 값이 작다는 것

은 swing이 적다는 것이며, 역수 값인 slope가 커지고 작

은 전압으로도 소자를 off에서 on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음

을 뜻하기 때문에, S/S 값이 작을수록 우수한 전기적 특성

S S⁄ V decade⁄( )
dVgs

d Idslog( )
---------------------  ln 10 

dVgs

d Idsln( )
------------------= =

Fig. 3. Transfer characteristics Ids-Vgs curves with Vds = 30 V of
TFTs with TiO2-x channel layers deposi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 as-deposited, annealed at 400 °C, 500 °C, 600 °C,
and 7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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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TFT라고 할 수 있다.

(4)

식 (4)은 채널이 형성되어 전류가 source에서 drain으로

본격적으로 흐르는 시점의 gate에 bias된 전압인 threshold

voltage에 대한 수식이며, Φms는 금속과 반도체의 일함수

차이, Q i와 C i는 각각 oxide charge, MOSCAP의

capacitor 용량을 뜻한다. Qd·max는 강반전 (onset of

strong inversion)일 때의 반도체 내 전하량, φF는 전자 전

하량으로 반도체의 중간 레벨인 Ei에서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인 EFs를 뺀 값인 페르미 전위를 뜻하며, 반도체에 얼

마나 도핑이 적용되었는지를 나타낸다.

(5)

위의 식 (5)은 전자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인 electron mobility에 대한 수식이며,

saturation region에서의 saturation mobility를 의미한다.

그림 4 (a), (b)와 표 1은 400, 500, 600, 700 °C로

RTA를 실시하여 제작한 TiO2-x 채널 층 기반 TFT의 전기

적 특성 중 중요시되는 4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래프

와 표로 나타낸 것이다. 4가지 파라미터 기준으로 판단하

였을 때, post-annealing으로 RTA를 진행하지 않은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는 온전한 TFT 성능을 나타내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RTA 온도가 400 °C에서 점차 상승할

수록 TFT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형태를 보이며,

500에서 600 °C로 온도가 올라갈 때 Vth 값이 1.08에서

0.64 V으로 감소하지만 나머지 수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00 °C에서 RTA를 진행한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는 Vth가 0.4 V, on/off current

ratio로 7.2 × 103 A의 값을 가진다. 또한 electron mobility

가 0.15 cm2/Vs, S/S로는 0.31 V/dec의 값을 가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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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electrical properties of oxygen-deficient TiO2-x channel layer-based TFTs with (a) threshold voltage and subthreshold
swing, (b) electron mobility and on/off current ratio, and (c) electrical retention stability when Vgs = 30 V, Vds = 30 V for 600 seconds as
functions of RTA temperature.

Table 1. Comparison of the electrical parameters of the oxygen-
deficient TiO2-x channel layer-based TFTs subjected to different UV
irradiation times fabrica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 as-
deposited, annealed at 400 °C, 500 °C, 600 °C, 700 °C.

RTA Temperature 

(°C)

µsat 

(cm2/Vs)
Ion/Ioff

Vth

 (V)

S/S

 (V/dec)

as-deposited - - - -

400 0.01 1.2 × 103 2.00 1.00

500 0.03 2.4 × 103 1.08 0.72

600 0.02 2.0 × 103 0.64 0.77

700 0.15 7.2 × 103 0.40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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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A 온도 400, 500, 600, 700 °C 중에서 가장 우수한

TFT 특성을 보여준다. TiO2-x 채널 층에 대한 열처리가 충

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박막에 불순물이 다수 잔류하게 되

는데, 이와 같은 불순물은 source/drain의 물질로 증착된

Al 전극의 전도성을 떨어뜨리고 녹는점을 낮춤으로써, 온

도 상승에 의해 채널 층 쪽으로 쉽게 확산이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400, 500, 600 °C보다 700 °C에서 RTA를

진행한 경우에, 열처리가 보다 충분히 이루어지고 채널 층

의 불순물이 더욱 제거되어 온도 의존적인 transfer curve

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c)는 400, 500,

600, 700 °C로 RTA를 실시하여 제작한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에 대해서 Vgs, Vds를 각각 30 V를 지속적으로

인가하였을 때, Ids를 초기 전류 값인 Ids0으로 나눈 값을

통한 TFT의 전기적 신뢰성 (electrical retention stability)

을 나타낸다. RTA의 온도가 400, 500, 600 °C로 증가함

에 따라 TFT의 단기간 전류 유지 안정성이 비례하여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00 °C에서 RTA를 실

시한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의 전기적 성능은 상대적

으로 가장 안정적이며 Ids의 변화량이 적었다. 반면 RTA의

온도가 700 °C로 실시되었을 때, 측정의 마지막인 600 초

에서는 Ids가 초기 값에 비해 16.6%까지 하락하였다. 이를

통해 TiO2-x 채널 층이 증착된 후 RTA를 실시하면,

anatase에서 rutile 구조로 상변화가 발생하여 rutile 구조의

높은 유전율과 전도도 (conductivity)로 인한 전기적 성능

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지만, RTA의 온도가 700 °C로 증

가함에 따라 오히려 TFT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l source/drain이 증착 될 때

TiO2-x 채널 층에 가해졌던 RTA 온도가 높아질수록 Al

sputtering 입자가 기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결정화가 양호하지만, target에서 떨어져

나온 휘발 성분이 쉽게 손실됨에 따라 source/drain이 불완

전하게 증착 되어 발생한 단점으로 사료된다.

그림 5는 RTA의 온도 차이가 TiO2-x 채널 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AFM을 통해 as-deposited 소자

와 400, 500, 600, 700 °C로 RTA를 실시하여 제작한

TiO2-x 채널 층의 표면 상태를 250 nm × 250 nm 크기로

측정한 결과이다. RTA를 적용한 후 grain의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RTA의 온도가 높아질

수록 전반적으로 grain의 크기는 점차 커지고 결정립계

(grain boundary)가 비교적 명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5(a)와 같이 RTA를 거치지 않은 TiO2-x 채널 층

은 표면 거칠기 (root mean square, RMS)가 0.93 nm로

상대적으로 크게 측정되었다. As-deposited 소자와 비교하였

을 때, TiO2-x 채널 층에 RTA를 실시한 경우 RMS가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실시한 RTA의 온도

가 500, 600 °C인 경우에는 RMS가 각각 0.23, 0.27

nm로 상대적으로 표면의 균일도가 우수하다. 반면 그림

5(e)와 같이 RTA를 700 °C로 실시한 TiO2-x 채널 층의

Fig. 5. AFM nano-particle images of 250 nm × 250 nm scale of oxygen-deficient TiO2-x channel layers deposi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 (a) as-deposited, annealed at (b) 400 °C, (c) 500 °C, (d) 600 °C, and (e) 700 °C. The cross sections are marked by re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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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오히려 RMS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널 층 표면 상의 거칠기가 클수록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

는 계면 트랩 전하 (interface trap charge) 현상이 일어나

고 leakage current 발생에 더욱 일조하여, 소자의 전하

이동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30]. 따라서 RTA의 온

도가 높아질수록 grain의 크기가 증가하고 선명한 grain

boundary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charge trapping sites를

제거하여 TiO2-x 채널 층 기반 TFT의 고질적인 전기적 특

성 저하를 개선할 수 있지만, 700 °C 이상의 RTA 온도

에서는 표면상의 거칠기가 증가하여 leakage current 발생

을 의도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F magnetron sputtering을 이용하여

TiO2-x 채널 층을 증착한 후, RTA의 온도 차이가 TiO2-x

채널 층 기반의 TFT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각각

400, 500, 600, 700 °C로 온도 변수를 설정하여 RTA를

진행하였다. XRD 패턴을 보았을 때, post-annealing으로

적용된 RTA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27.5°에서 XRD

peak가 점차 상승하며 TiO2-x의 결정 상태가 amorphous에

서 rutile 구조로 상변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output, transfer curve를 보았을 때, RTA 온도가 높아질수

록 TiO2-x 상 변화의 영향으로 높은 유전율과 conductivity

로 인한 TiO2-x 채널 층 기반 TFT의 전기적 성능이 전반

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RTA 700 °C인 경우 가장 우

수한 전기적 성능을 보였다. AFM 측정 결과로 RTA의 온

도가 높아질수록 grain 크기가 증가하고, grain boundary가

비교적 뚜렷해지며 표면 상의 거칠기도 감소하였다. 하지

만 RTA의 온도가 700 °C로 증가하게 되면, TFT의 안정

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고 표면 상의 거칠기가 커져서

leakage current 발생과 함께 소자의 전하 이동도가 저하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사의 글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7R1D1A3B03029782) and by 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ETE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No.

20164030201330). This research was also supported by the

MSIT(Ministry of Science and ICT), Korea, under the

ITRC(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support

program(2018-0-01396) supervised by the IITP(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REFERENCES

1. S. Lee and A. Nathan, Science 354, 302 (2016).

2. A. N. Hanna, A. M. Hussain, H. Omran, S. Alshareef, K. N.

Salama, and M. M. Hussain, IEEE Elect. Dev. Lett. 63,

1550 (2016).

3. T. Kim, R. Choi, and S. Jeon, IEEE Elect. Dev. Lett. 38, 203

(2017).

4. S. Jeon, S.-E. Ahn, I. Song, C. J. Kim, U.-I. Chung, E. Lee,

I. Yoo, A. Nathan, S. Lee, J. Robertson, and K. Kim, Nature

Mater. 11, 301 (2012).

5. J. Y. Lee and S. Y. Lee, Trans. Electr. Electron. Mater. 20,

12 (2019).

6. E. M. C. Fortunato, L. M. N. Pereira, P. M. C. Barquinha, A.

M. B. Rego, G. Gonçalves, A. Vil à, J. R. Morante, and R. F.

P. Martins, Appl. Phys. Lett. 92, 222103 (2008).

7. H.-S. Uhm, S.-H. Lee, W. Kim, and J.-S. Park, IEEE Elect.

Dev. Lett. 33, 543 (2012).

8. B.-J. Kim, H.-J Kim, T.-S. Yoon, Y.-S. Kim, and H. H. Lee,

Electrochem. Solid State Lett. 13, H419 (2010).

9. P. H. Wöbkenberg, T. Ishwara, J. Nelson, D. D. C. Bradley,

S. A. Haque, and T. D. Anthopoulos, Appl. Phys. Lett. 96,

082116 (2010).

10. H.-Y. Liu, S.-H. Hong, W.-C. Sun, S.-Y. Wei, and S.-M. Yu,

IEEE Trans. Electron Dev. 63, 79 (2016).

11. W. Yu, D. Han, J. Dong, Y. Cong, G. Cui, Y. Wang, and S.

Zhang, IEEE Trans. Electron Dev. 64, 2228 (2017).

12. G.-C. Park, Z.-Y. Li, and O.-B. Yang, J. Nanosci.

Nanotechnol. 17, 2728 (2017).

13. A. Juma, I. O. Acik, A. T. Oluwabi, A. Mere, V. Mikli, M.

Danilson, and M. Krunks, Appl. Surf. Sci. 387, 539 (2016).

14. H. D. Chandrashekara, B. Angadi, R. Shashidhar, L. C. S.

Murthy, and P. Poornima, Adv. Sci. Lett. 22, 739 (2016).

15. K. F. Azizi and M. M. B. Mohagheghi, Thin Solid Films

621, 98 (2017).

16. H. Xie, X. Yin, J. Liu, Y. Guo, P. Chen, W. Que, G. Wang,

and B. Gao, Appl. Surf. Sci. 464, 700 (2019).

17. G. C. Wilkes, X. Deng, J. J. Choi, and M. C. Gupta, ACS

Appl. Mater. Interfaces 10, 41312 (2018).

18. M. M. Samani, M. Tian, A. A. Puretzky, M. Chi, K. Wang,

G. Duscher, C. M. Rouleau, G. Eres, M. Yoon, J. Lasseter,



446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제57권 제7호 (2019년 7월)

K. Xiao, and D. B. Geohegan, Nano Lett. 17, 4624 (2017).

19. M. A. Gondal, A. M. llyas, and U. Baig, Appl. Surf. Sci.

378, 8 (2016).

20. T. Nagata, K. Kobashi, Y. Yamashita, H. Yoshikawa, C.

Paulsamy, Y. Suzuki, T. Nabatame, A. Orgura, and T.

Chikyow, Thin Solid Films 591, 105 (2015).

21. L. Avril, S. Bourgeois, P. Simon, B. Domenichini, N.

Zanfoni, F. Herbst, and L. Imhoff, Thin Solid Films 591,

237 (2015).

22. S. Seeger, K. Ellmer, M. Weise, D. Gogova, D. A. Ras, and

R. Mientus, Thin Solid Films 605, 44 (2016).

23. D. K. Diop, L. Simonot, N. Destouches, G. Abadias, F.

Pailloux, P. Guérin, and D. Babonneau, Adv. Mater.

Interfaces 2, 1500134 (2015).

24. L. Bait, L. Azzouz, N. Madaoui, and N. Saoula, Appl. Surf.

Sci. 395, 72 (2017).

25. K.-H. Choi, K.-B. Chung, and H.-K. Kim, Appl. Phys. Lett.

102, 153511 (2013).

26. Y. A. K. Reddy, Y. B. Shin, I. -K. Kang, H. C. Lee, and P. S.

Reddy, Appl. Phys. Lett. 107, 023503 (2015).

27. S. Nezar, N. Saoula, S. Sali, M. Faiz, M. Mekki, N. A.

Laoufi, and N. Tabet, Appl. Phys. Lett. 395, 172 (2017).

28. Y. Zhao, Y. Zhao, R. Shi, B. Wang, G. I. N. Waterhouse, L.-

Z. Wu, C.-H Tung, and T. Zhang, Adv. Mater. 31, 1806482

(2019).

29. Y. Liu, S. Feng, Z. Li, L. Zhang, G. Wang, W. Chen, T.

Wang, and W. Zhong, RSC Adv. 6, 57013 (2016).

30. D. Duncan, B. Magyari-Köpe, and Y. Nishi, IEEE Elect.

Dev. Lett. 37, 400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