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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4년 일본 동경공업대학교 Hosono그룹

에서 비정질 InGaZnO 기반의 박막 트랜지스

터(thin-film transistor, TFT)를 보고한 이래로 

금속 산화물 반도체 기반의 n형 산화물 TFT는 

높은 전계 이동도, 우수한 균일성 및 투명성

으로 인해 전자 및 광전자 응용 분야, 특히 투

명한 디스플레이와 같은 대면적 전자 소자에

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4]. 하지만, p형 산

화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TFT는 n형 산화물 

TFT에 비해 현재 기술 수준이 매우 낮으며, 이

는 산화물 반도체가 디스플레이 구동 소자 외

에 다른 집적 소자로 활용되는데 큰 허들로 작

용해 왔다. 저전력 집적 논리 회로를 구성하

기 위해서는 유사한 성능을 갖는 n형 및 p형 

TFT를 모두 포함하는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CMOS) 기반 로직회

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n형 산화물 반도체

와 달리 p형 산화물 반도체 개발의 어려움은 

산소 2p 오비탈로 구성된 valence band (VB) 

edge가 고도로 국부화(localized)되어 있어 밴

드갭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효질량이 커서 정

공 이동도가 낮기 때문이다. Si 반도체를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p형 반도체의 개발이 이슈

화 되면서, 최근에는 산화물 반도체 뿐 아니라 

금속 할라이드나 칼코제나이드 계열의 p형 소

재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5,6], 이론 계산을 통해 p형 반도체 신규 후보 

물질군에 대한 제시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7,8].

본고에서는 주로 p형 산화물 반도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최근 Cu2O 나 NiO

를 능동층으로 사용하여 우수한 p형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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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산화물 TFT가 보고되고 있으나 [9-11], 

높은 전도도 및 정공 이동도를 갖는 p형 SnO 

TFT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 되고 있

다. p형 SnO 박막의 제조는 스퍼터, 원자층 증

착(atomic layer deposition, ALD)을 포함한 여

러 진공 증착 방법 및 다양한 용액 공정 방식

을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이

와 관련하여 p형 SnO TFT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p형 SnO TFT 연구 동향

SnO는 전도도 및 정공 이동도가 높아 유망

한 p형 산화물 반도체 중 하나로 Sn 5s와 O 2p 

하이브리드 오비탈로 구성된 valence band 

maximum (VBM)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전

자 상태는 거의 동일하게 위치하여 SnO 구조

를 안정화하고 VB edge의 국부화를 줄여 유

효질량을 낮추어 수한 p형 동작 특성을 보여

준다 (그림 1) [12]. 

스퍼터로 SnO 박막을 제조할 때 산소 분

압이나 열처리 조건에 따라 SnO는 쉽게 n형 

특성을 갖는 SnO2로 상변화가 일어난다. 즉, 

SnO 상은 특정 산소 분압이나 열처리 조건에

서만 결정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p형 특성

을 갖는 윈도우가 매우 좁다고 알려져 있다 

[13]. 그림 2는 스퍼터 증착시 챔버 내 전체 압

력 및 산소 분압에 따라 박막의 화학적 조성 

및 전기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산소 분압에서만 p형 SnO 특성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플렉시블한 기판위에 p형 

특성을 갖는 SnO를 증착하여 6.75 cm2/Vs의 

높은 정공 이동도를 갖는 소자를 보고하고 있

다 [13]. 

2018년 Scientific Reports에 발표된 논문에

서도 HfOx 절연층 위에 스퍼터 방법으로 형성

된 SnO TFT가 7.6 cm2/Vs의 우수한 정공 이동

도와 104 이상의 높은 on/off ratio 특성을 보고 

그림 1 ▶  Energy Band structure of SnO [12].

그림 2 ▶  (a) Phase stability map to obtain p-type tin monoxide 

and  (b) XRD analysis of SnOx films dependence on 

the oxygen partial press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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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14]. 대부분의 논문에서 소자의 구

조는 bottom gate top contact 구조에서 TFT 

소자 특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2015년에 보고

된 논문에서는 double-gate (DG) 구조를 도입

하여 6.54 cm2/Vs의 우수한 정공 이동도와 105 

이상의 높은 on/off ratio를 보고하기도 하였

다 (그림 3) [15]. DG 구조로 top-gate의 전압

을 조절하여 transfer 특성을 튜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칼코제나이드 계열의 소재와 산화

물 반도체를 co-sputtering 하여 성능을 개선

시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16]. 2019년에 발

표된 이 논문에서는 Se을 Sn과 함께 증착하여 

tinoxyselenide (SnSeO)의 우수한 전기적 특

성을 보고하고 있다 [16]. Oxyselenide가 선택

된 이유는 Se의 4p 오비탈과 O의 2p 오비탈

의 에너지 준위가 비슷하여 VB edge가 Se 4p, 

Sn 5s, 그리고 O 2p 오비탈로 혼성화되어 유효

질량이 작아져 높은 정공 이동도를 얻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실제 소자를 제작하였을 때, 최

적 비율을 갖는 SnSeO TFT에서 5.9 cm2/Vs 의 

우수한 정공 이동도를 보였다 (그림 4) [16]. 이 

외에 Al을 도핑하여 p형 특성을 개선하고 증

착된 박막에 fluorine 플라즈마 처리를 최적

화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도 보고되었다 

[17]. Fluorine 플라즈마가 SnO와 HfOx 절연층 

interface에서 donor-like 트랩처럼 작용하여 

표면을 passivation 해주어 특성이 개선되었다.  

또한 스퍼터 공정 이외에 최근에는 ALD 공

정을 사용하여 p형 특성을 보이는 SnO TFT

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8,19]. 

ALD는 원자층 단위로 필름을 형성하기 때문

에 기존의 스퍼터나 화학적 기상 증착방식에 

비해 균일한 박막을 형성 할 수 있고 두께 조

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Sn 전

구체로 Sn(II)(dmamb)2 (dmamb = dimeth-

ylamino-2-methyl-2- butoxy)를 사용하여 0.5 

cm2/Vs 의 정공 이동도와 7.0×104 의 높은 

on/off ratio 특성이 최근 보고되었다 (그림 5) 

[19]. 진공 증착 방식 뿐 아니라 스핀코팅과 같

은 용액공정으로 p형 SnO을 구현하는 연구도 

그림 3 ▶  Schematic cross section of p-type SnO TFT with a 

double-gated structure and transfer characteris-

tics of SnO TFTs [15].

그림 4 ▶  Energy Band structure of SnSeO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SnSeO TFTs [16]. 

진행되고 있으나 용액공정으로는 고이동도 

구현, 재현성 문제 등 진공 공정에 비해 해결

해야 할 이슈가 더 많이 존재한다 [20]. 최근에

는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신규 절연층 개발이나 passivation을 통해 소

자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21], n형 산화물 반도체와 p형 SnO을 

이용하여 인버터와 같은 CMOS 논리회로를 

구현하는 등 회로 관점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n형과 p형의 특성 불균

형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6) 

[22]. 표 1에서 본문에 소개한 다양한 공정 방

식으로 형성된 p형 SnO TFT의 전기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3. 맺음말

지금까지 SnO 기반의 p형 산화물 반도체 

TFT의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p형 산화물 반도체는 n형에 

비해 전기적 특성이 매우 떨어져 많은 사람들

이 기술 고도화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았

지만, 최근 보고되고 있는 연구 결과들에서 공

정 및 소자구조 최적화 등을 통해 높은 전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p형 산화물 반도

체를 활용한 연구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에 주

목하고 있다. n형 산화물 반도체의 성능에 견

줄 수 있는 고이동도 확보, 안정성 및 재현성 

개선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하

지만,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부터 고도화된 다

양한 전자, 광전자 및 에너지 소자로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우수한 특성을 갖는 p형 산화

물 반도체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

내외 많은 연구진들이 새로운 p형 반도체 소

재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어, 향후 더욱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보

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5 ▶  Transfer characteristics of ALD based SnO TFT us-

ing a novel Sn precursor [19].  

그림 6 ▶   A complementary TFT inverter based on a p-chan-

nel SnO TFT and an n-channel ZnO TF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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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14]. 대부분의 논문에서 소자의 구

조는 bottom gate top contact 구조에서 TFT 

소자 특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2015년에 보고

된 논문에서는 double-gate (DG) 구조를 도입

하여 6.54 cm2/Vs의 우수한 정공 이동도와 105 

이상의 높은 on/off ratio를 보고하기도 하였

다 (그림 3) [15]. DG 구조로 top-gate의 전압

을 조절하여 transfer 특성을 튜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칼코제나이드 계열의 소재와 산화

물 반도체를 co-sputtering 하여 성능을 개선

시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16]. 2019년에 발

표된 이 논문에서는 Se을 Sn과 함께 증착하여 

tinoxyselenide (SnSeO)의 우수한 전기적 특

성을 보고하고 있다 [16]. Oxyselenide가 선택

된 이유는 Se의 4p 오비탈과 O의 2p 오비탈

의 에너지 준위가 비슷하여 VB edge가 Se 4p, 

Sn 5s, 그리고 O 2p 오비탈로 혼성화되어 유효

질량이 작아져 높은 정공 이동도를 얻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실제 소자를 제작하였을 때, 최

적 비율을 갖는 SnSeO TFT에서 5.9 cm2/Vs 의 

우수한 정공 이동도를 보였다 (그림 4) [16]. 이 

외에 Al을 도핑하여 p형 특성을 개선하고 증

착된 박막에 fluorine 플라즈마 처리를 최적

화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도 보고되었다 

[17]. Fluorine 플라즈마가 SnO와 HfOx 절연층 

interface에서 donor-like 트랩처럼 작용하여 

표면을 passivation 해주어 특성이 개선되었다.  

또한 스퍼터 공정 이외에 최근에는 ALD 공

정을 사용하여 p형 특성을 보이는 SnO TFT

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8,19]. 

ALD는 원자층 단위로 필름을 형성하기 때문

에 기존의 스퍼터나 화학적 기상 증착방식에 

비해 균일한 박막을 형성 할 수 있고 두께 조

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Sn 전

구체로 Sn(II)(dmamb)2 (dmamb = dimeth-

ylamino-2-methyl-2- butoxy)를 사용하여 0.5 

cm2/Vs 의 정공 이동도와 7.0×104 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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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용액공정으로 p형 SnO을 구현하는 연구도 

그림 3 ▶  Schematic cross section of p-type SnO TFT with a 

double-gated structure and transfer characteris-

tics of SnO TFTs [15].

그림 4 ▶  Energy Band structure of SnSeO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SnSeO TFT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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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활용한 연구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에 주

목하고 있다. n형 산화물 반도체의 성능에 견

줄 수 있는 고이동도 확보, 안정성 및 재현성 

개선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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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전자, 광전자 및 에너지 소자로의 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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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향후 더욱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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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
공정방법

게이트
절연층

정공 이동도 
(cm2/Vs)

Ion/Ioff
SS 

(V/dec)
비고 발표년도 Ref.

RF sputter 1.2 ~103 - 2010 12

DC sputter HfO2 6.75 6.0×103 7.63 2013 13

DC sputter HfO2 7.6 3.0×104 0.17 2018 14

DC sputter SiO2 6.54 ~105 0.143 Double-gate 2015 15

DC sputter SiO2 5.9 3.0×102 - Sn, Se co-sputtering 2019 16

DC sputter HfO2 4.8 2.6×106 0.174 Fluorine Plasma 2017 17

ALD SiO2/Al2O3 5.4 2.9×105 0.51 2019 18

ALD SiO2 0.5 7.0×104 - Novel Sn precursor 2021 19

Spin-coating SiO2 0.13 85 - 2012 20

표 1 ▶  State-of-the-Arts of p-type SnO T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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