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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세계적 패러다임을 바꾼 핵심 기술은 시간에 따라 지수함수적 변화를 

겪는다. 반도체 소자도 일명 무어의 법칙으로 통용되는 변화 양상을 따라 

매년 그 크기가 지수함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양상의 

지속은 3차원 입체 구조의 반도체 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 가운데 나노와이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는 

3차원 입체 구조 반도체 소자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그룹에서는 유연한 기판 상에 전사 가능한 하향식(top-down) 

MEMS 공정 기반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를 제안한 바 있다. 하향식 

기반의 공정이기 때문에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정확한 수의 나노와이어를 원하는 위치에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그룹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는 별도의 불순물 주입에 

의한 접합 형성이 필요하지 않은 무접합(junctionless) 3차원 반도체 소자로 

복잡한 불순물 주입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가의 

사진 식각 공정 장비와 벌크 실리콘 기판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유연한 기판 상에 전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그룹은 상기 

언급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를 고해상도 인공 망막 시스템 연구에 

응용하여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기 

언급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동작 원리와 관련한 이론적인 분석 결과가 

부재하다. 보다 폭 넓은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동작 원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전기적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언급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고자,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의 동작을 예측하는 정량적인 

드레인 전류모델을 제시하였다. 드레인 전류 모델은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굵기, 높이, 길이 및 기판의 글로벌 불순물 주입 농도를 변인으로 한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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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다. 한편 제시한 전류모델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3차원 반도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실제 하향식 MEMS 공정을 

기반으로 하여 소자를 제작한 후 반도체 특성 평가 장비를 이용하여 

데이터 획득하였다. 그리고 드레인 전류 모델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및 공정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모델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기술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의 드레인 전류 모델은 

다양한 전자회로 구현에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상기 전술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는 구부러져도 그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향후 플렉서블 전자회로 구현에 탁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반도체 소자, 무접합(junctionless),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플렉서

블 전자회로 
학   번 : 2014-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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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의 배경 
 

트랜지스터는 집적회로 구성의 필수 소자로 매년 그 크기가 

지수함수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흔히 무어의 법칙이라 

부른다(그림 1-1)[1]. 무어의 법칙이 발표된 지 약 50년 이상이 지난 이래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수 년 이내에 트랜지스터 채널의 길이가 수 

나노미터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2-3].     

 

 

그림 １-1 반도체 소자의 변화 양상 

그림 1-2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평면형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CMOS)의 기본 구조를 도식한 

것이다[4]. 게이트 단자에 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되면 게이트 산화막과 

실리콘 계면에 수직 방향으로 강한 전기장이 유도되는데, 이 전기장에 

의해 반도체 내의 전자들은 계면을 기준으로 5-6 ㎚ 이내에 속박된다. 

이를 채널(channel)이라 부른다. 채널에 속박된 전자들은 드레인과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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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에 인가된 전위차에 의해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때 

전자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2차원 평면에서 운동하므로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를 2차원 소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 １-2 2차원 CMOS 소자의 개념도 

CMOS 소자 성능의 핵심은 게이트 전압에 따라 산화막과 실리콘 

계면을 따라 형성되는 채널의 점멸 정도이다. 채널의 점멸이 확실하게 

보장 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누설 전류를 야기한다. CMOS 소자의 

성능을 결정 짓는 또 하나의 변수는 소스와 드레인 주변에 유기되는 

공핍 영역(depletion region)의 크기이다. 게이트 전압에 의해 유기되는 

공핍 영역은 반도체 소자의 문턱 전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공핍 영역의 크기가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위차에 의한 공핍 영역의 

크기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크기 비율이 보장이 되어야 이론적으로 

예측한 문턱 전압으로 CMOS 소자를 동작시킬 수 있다.  

CMOS 소자는 PN 접합 기반의 소자이다. 반도체 소자의 확실한 채널 

점멸 정도와 공핍 영역을 크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자의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게이트, 소스 및 드레인 영역에 높은 농도의 불순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소자를 제작해왔다. 하지만 반도체 소자의 채널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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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나노미터 수준 이하로 줄어듦에 따라 이러한 방식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하였다. 드레인 유기 장벽 감소(drain-induced barrier lowering, 

DIBL)가 이러한 방식의 한계의 단적인 예이다[5]. 채널의 길이가 수십 

나노미터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반도체 소자의 각 영역에 반드시 더 높은 

농도의 불순물을 주입해야 한다. 이는 접합 계면에 확실한 전위 장벽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더 높은 불순물의 주입은 페르미 레벨을 전도 대역 

또는 가전자 대역으로 편향시킨다. 큰 페르미 레벨 차이는 접합 계면 간의 

높은 전위 장벽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더 높은 농도의 불순물을 

주입하면 주입 영역을 기준으로 농도 변화도(gradient)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자의 크기에 적합한 얇은 접합(ultrashallow junction)을 형성하기가 

까다로워 진다[6].  

상기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자의 구조를 2차원 

평면형에서 3차원 입체구조로 변경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 3차원 

구조의 핵심 원리는 같은 면적의 2차원 소자에 대비하여 반도체를 더 

넓은 면적의 게이트로 둘러 싸는 것이다. 즉 반도체 소자의 게이트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원리이다. 더 넓은 면적의 게이트로 반도체를 

둘러싸기 때문에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기장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2차원 반도체 소자 대비 3차원 반도체 소자의 성능 개선 효과는 

이론적으로도 실험적으로도 여러 연구그룹에서 정리하여 발표되고 있는 

추세이다.  

3차원 반도체 소자는 멀티게이트 트랜지스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구 그룹에 따라 소자 명명 기준이 미세하게 차이는 있으나 얇은 반도체 

상부와 하부에 게이트가 이중으로 배치된 double gate field-effect-

transistor(DGFET)(그림 1-3), 구조가 마치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닮았다고 

하여 명명된 double-gate FinFET(그림 1-4), 게이트가 얇은 반도체를 

삼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tri-gate FinFET(그림 1-5), 원주율 파이(π) 모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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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가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π-gated FET(그림 1-6) 그리고 오메가 

모양으로 게이트가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Ω-gated FET(그림 1-7) 등이 

대표적인 3차원 반도체 소자라고 할 수 있다[8-12].  

 

 

 

그림 １-3 Dual-gate FET 의 개념도 (단면) 

 
 
 

 
 
 
 
 
 
 
 
 
 
 

그림 １-4 Double-gate FinFET 의 개념도 및 제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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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6 SOI 기판 상의 게이트 배치에 따른 다양한 MOSFET 개념도 

 

그림 １-7 Ω-gated FET 의 개념도 및 제작 결과 

그림 １-5 Tri-gate FinFET 의 구조 및 제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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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노와이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는 와이어 형태로 가공된 

반도체를 게이트로 완전히 감쌀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언급한 3차원 구조 

트랜지스터의 궁극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게이트로 완전히 감싼 구조의 

트랜지스터(gate-all-around, GAA) 개념(그림 1-8) 1990년 J. Colinge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13], 2004년 F. Yang 등이 5 ㎚ gate 의 나노와이어 

FinFET(그림 1-9)을 발표하였다[14]. 또한 자가 정렬의 이중 상감 기법(self-

aligned dual damascene process)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한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가 발표된 바 있다[15]. 최근에는 수평형 구조에서 탈피하여 

수직형 구조의 나노와이어 FET(그림 1-10)도 연구되고 있다[16]. 현재 

개발되고 있는 나노와이어 FET의 우수한 성능으로 볼 때 향후 고 

집적회로는 나노와이어 FET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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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8 J. Colinge에 의해 최초 제안된 GAA 구조의 FET 개념도 

 

그림 １-9 F. Yang 이 제작한 10 ㎚ 직경의 Ω-gated FET 및 5 ㎚ 

길이의 FinFET TEM 이미지 

 

그림 １-10 실리콘 에피(epitaxial) 성장에 기반한 수직형 나노와이어 

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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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나노와이어 FET는 다른 기판에서 나노와이어를 성장시킨 후 

전이할 기판에 흩뿌려 고정시켜 게이트, 소스 및 드레인을 제작하는 방식, 

일명 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제작되었다[17-24]. Bottom-up 공정법은 Si, 

ZnO, GaN, InP, Au 또는 Cu 등을 VLS (Vapor-Liquid Soild) 공정법(그림 1-

11)을 이용하여 나노와이어를 제작하는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나노와이어를 수 ㎚ 수준으로 쉽게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성장시킨 나노와이어를 다른 기판으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위치에 정확한 개수의 나노와이어를 고정시키는 것이 어렵다(그림 

1-12)[25]. LB법 (Langmuir-Blodgett) 방법[26], 전기영동법(electrophoresis)[27, 

28], flow assembly[29] 등 다른 기판으로 나노와이어를 전사 및 고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이 방법으로도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나노와이어 

양단에 금속을 증착하여 소스와 드레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작아 옴성(ohmic) 컨택 형성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30-33].  

 

그림 １-11 VLS 공정법의 개념도 및 나노와이어 형성 결과 

 
그림 １-12 Bottom-up 방식 기반 나노와이어 FET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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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술한 상향식 공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top-down(하향식) 

공정법으로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1-13에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의 개념도를 도식하였다[34]. 

Top-down 방식은 다른 기판으로의 전사 공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의 나노와이어를 원하는 위치에 형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5-36]. 하지만 기존의 top-down 방식은 고가의 SIMOX(Seperation by 

Implantation of Oxygen)기판에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를 제작하거나 고 

정밀한 사진 식각 공정 장비기반이기 때문에 공정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 top-down 방식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단단한 기판 

상에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를 제작하기 때문에 향후 웨어러블 기기의 

적용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림 １-13 상향식(bottom-up) 방식과 하향식(top-down) 방식의 

나노와이어 FET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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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그룹에서는 유연한 

기판 상에 전사 가능한 top-down MEMS 공정 기반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를 제안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나노와이어 FET는 별도의 PN 접합 형성을 위한 불순물 주입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무접합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로, top-down 공정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bottom-up 공정법으로는 불가능한 정확한 개수의 

나노와이어를 원하는 곳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림 1-14). 

습식 산화 시간으로 나노와이어의 굵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고 정밀도의 

사진 식각 공정 장비 없이 제작할 수 있어 공정 단가도 일반적인 

나노와이어 FET 제작 방법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나노와이어는 굽힘 테스트를 통해 그 유연성이 이미 검증된 바 

있으며 유연한 기판 상에도 전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37-38]. 한편 

본 연구진은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를 고해상도 인공 망막 시스템 구현에 

활용하여 그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림 １-14 본 논문의 연구의 대상인 실리콘 나노와이어 활용한 

광검출기 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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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연구의 내용 
 

제1절에서는 본 연구진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의 우수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폭 넓은 분야의 다양한 전자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의 동작을 예측하는 정량적인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 연구진의 독특한 형태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의 전류 모델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의 정량적 모델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및 제작을 통한 

모델 검증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본론의 제1절에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모델은 1차원 Poisson’s 방정식에 기반하여[39], <100> 

방향 웨이퍼를 이용한 삼각형 구조의 나노와이어(그림 1-15) FET의 드레인 

전류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제2장 본론의 제2절에서는 3차원 

TCAD 툴(Silvaco, Inc., Santa Clara, CA, USA)을 이용하여 삼각형 구조의 

나노와이어 FET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제3절에서는 제시한 모델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정량적 드레인 전류 모델을 

평가하였다. 제4절에는 나노와이어 FET 제작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제5절과 6절에서는 정량적 모델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나노와이어 FET를 구성하는 나노와이어의 폭, 개수 및 길이를 정하여 

실제 MEMS 공정으로 유연한 기판 상에 제작 및 특성 평가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림 １-15 삼각형 모양의 나노와이어 SEM 촬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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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본    론 
 
 

제１절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전류 전달 원리 해석 
 
 

제1절에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의 전류 전달 원리를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드레인 전류 모델을 제시한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구조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래 그림 2-1과 같은 삼각형 형태이며 p-type 

실리콘으로 제작하였다고 가정하였다. 게이트 산화막은 건식 산화를 통해 

성장시킨 산화막, 게이트 전극은 저압 화학 기상 증착 방식으로 증착한 

높은 농도의 phosphorous 이온(P+)가 주입된 폴리실리콘으로 가정하였다 

(이상적인 금속으로 가정). 그리고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양단의 드레인과 

소스 전극은 알루미늄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드레인 전류는 p-type 실리콘 

나노와이어이므로 표면 정공 축적에 의한 전류와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몸체 전류의 합으로 해석하였다. 각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２-1 나노와이어 SEM 촬영 결과 및 드레인 전류 해석을 위한 

나노와이어 단면도에 따른 파라미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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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그림 16의 파라미터 및 설명 

파라미터 명 설명 

Wnw 나노와이어의 굵기 

Hnw 나노와이어의 높이 

Hdep 공핍층의 두께 

Heff 유효 실리콘 채널의 높이 

Weff 유효 실리콘 채널의 굵기 

 

 

제１항 정공 축적 전류 해석 
 
 

그림 2-3에는 상단의 그림 2-2의 단면도에서 종방향으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게이트 단자와 실리콘 나노와이어 

채널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으면 실리콘 나노와이어 표면의 밴드가 그림 2-

3과 같이 휘어진 상태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그림 2-4과 같이 실리콘 나노와이어 채널의 밴드가 평탄한 

상태부터 해석을 시작한다. ( 0E : 진공 레벨의 에너지, CE : 전도 대역 

에너지 레벨, VE : 가전자 대역 에너지 레벨, FE : 페르미 레벨 에너지) 

 

p-type silicon channel
(Nanowire)

N+ doped Poly Si (Gate)
Silicon dioxide

Source Drain

Vg

 

그림 ２-2 나노와이어 FET의 개념도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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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EF

EV

EC

EV

EF

N+ doped Poly Si 
(Gate)

SiO2
(Gate oxide)

p-type nanowire 
silicon channel

E0

qVox

 
 

그림 ２-3 게이트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의 종방향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 gV =0, p type 실리콘의 경우 fbV  가 0보다 작으므로 g fbV V> ) 

 

EC, EF

EV

EC

EV

EF

qΨg qΨs

qVg = qVfb

N+ doped Poly Si 
(Gate)

SiO2
(Gate oxide)

p-type nanowire 
silicon channel

E0

  

그림 ２-4 평탄 밴드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의 

종방향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 g fbV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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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EF

EV

EC

EV
EF

qVg 

N+ doped 
Poly Si 
(Gate)

SiO2
(Gate oxide)

qΦs

p-type nanowire 
silicon channel

Hole

 
 

그림 ２-5 정공 축적 상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 g fbV V< ) 

실리콘 나노와이어 채널의 밴드가 그림 2-4와 같이 평탄한 상태일 때 

게이트에 인가된 전압을 평탄 밴드 전압(flatband voltage)이라 부른다. 평탄 

밴드 전압은 게이트 단자의 페르미 레벨과 실리콘 나노와이어 채널의 

페르미 레벨 간의 전위차이다. 즉 게이트 단자에 두 페르미 레벨 차 

만큼의 전압을 인가하면 실리콘의 밴드가 평탄화된다. 한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두 페르미 레벨의 차는 게이트 

전극의 일함수와 게이트 산화막 하단 실리콘의 일함수 간의 차로 계산이 

가능하다. 즉 평탄 밴드 전압 fbV  는 아래의 식 (2.1.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b g sV ψ ψ= −                   (2.1.1) 

 

실리콘 몸체 기준에서의 평탄 밴드 전압을 살펴보면 아래의 식 

(2.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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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ln( / )fb g A iV E kT q N n= − −           (2.1.2) 

 

상단의 식에서 gE 는 실리콘의 밴드갭 전위차(bandgap voltage), 

k 는 볼츠만 상수(Boltzmann’s constant), T 는 절대온도, q 는 전하량, 

AN  는 p 타입 불순물 농도 그리고 in  는 진성 캐리어 농도를 의미한다.  

평탄 밴드 전압을 기준으로 게이트 전압에 음의 바이어스의 전압이 

인가되면 그림 2-5같이 밴드가 휘어진다. 밴드가 휘어짐에 따라 게이트 

산화막과 실리콘 계면에 정공이 축적되기 시작한다. 축적된 정공이 

드레인과 소스 단자 간의 전위차에 기인한 전기장에 의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이동한 정공의 흐름을 정공 축적 전류라 할 수 있다. 

정공 축적 전류를 유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게이트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를 gV  라 하자. 이 전압은 

아래의 식 (2.1.3)과 같이 평탄 전압 밴드를 기준으로 게이트 산화막 

양단의 전위차 oxV 와 표면 전위 sφ 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g fb ox sV V V φ= + +                   (2.1.3) 

 

한편 표면 정공 축적 상태에서는 표면 전위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0sφ ≅ ) oxV  를 아래의 식 (2.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ox g fbV V V≅ −                     (2.1.4) 

 

게이트 산화막 양단의 전위차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를 oxE 라고 

한다면, 전기장의 크기는 가우스 법칙에 의해 아래의 식 (2.1.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41]. 

/ox acc oxE Q ε=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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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ccQ 는 표면에 축적된 정공의 전하량을, oxε  는 게이트 

산화막의 비유전율을 의미한다. 한편 게이트 산화막 양단의 전위차 

oxV 는 전기장 oxE 와 게이트 산화막 두께 oxt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산화막 양단의 전위차 oxV 를 아래의 식 (2.1.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ox ox ox acc oxV E t Q C= = −                (2.1.6) 

 

여기서 oxC 는 게이트 산화막의 커패시턴스를 의미한다. 식 

(2.1.6)을 이용하여 실리콘 몸체 표면의 전하량 accQ 를 다시 표현하면 

아래의 식 (2.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acc ox g fbQ C V V= − −                 (2.1.7) 

 

식 (2.1.7)은 실리콘 몸체가 접지되어있을 경우의 표면 축적 

전하량을 표현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 2-6과 같이 소스 단자는 접지, 

드레인 단자에는 dsV 의 전압이 인가된다고 가정하면 식 (2.1.7)은 소폭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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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ype silicon channel
(Nanowire)

N+ doped Poly Si (Gate)

Source Drain

Vg VDSx
y

0 L
 

그림 ２-6 정공 축적 전류 유도를 위한 나노와이어 FET 단면도 

게이트의 길이가 L  인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횡방향 기준 소스의 

위치를 원점이라 하면 드레인 단자의 위치를 L  로 표현이 가능한데, 

횡방향 임의의 지점 y  에서의 표면 축적 정공의 전하량 ( )accQ y 를 식 

(2.1.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acc ox g s fb csQ C V V V= − − −                (2.1.8) 

 

여기서 gsV 는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위차, csV  는 실리콘 몸체 

임의의 횡방향 위치에서 채널과 소스 간의 전위차를 의미한다. csV 는 

점진적 채널 근사 기법(gradual channel approximation)에 의해 

원점에서의 값은 0 그리고 드레인 단자에서의 값은 dsV  라 할 수 있다. 

횡방향 임의의 위치에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아래의 식 (2.1.9)와 

같이 나노와이어 채널의 폭 W , 전하량 accQ  그리고 표면에 축적된 

정공의 속도 hv 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 )acc nw acc hI W Q y v=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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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의 속도는 정공의 이동도(mobility)와 정공에 인가된 전기장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정공은 드레인과 소스 간 전위차에 의해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길이방향으로 이동하므로 정공에 가해진 전기장의 

크기는 채널 전위의 미세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면 정공 

축적 전류 accI 를 식 (2.1.10)과 같이 재 표현이 가능하다.  

 

( ) /acc nw acc s csI W Q y dV dyµ=             (2.1.10) 

 

점진적 채널 근사 기법에 기반하여 식 (2.1.10)을 정리한 후 

양변을 적분하면 표면 축적 정공에 의한 전류 accI  는 식 (2.1.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acc s ox gs fb cs csI WC V V V dV dyµ= − −        (2.1.11a) 

 

( )acc s ox gs fb cs csI dy WC V V V dVµ= − −         (2.1.11b) 

 

ox0 0
( )dsL V

acc s gs cs fb csI dy WC V V V dVµ= − −∫ ∫      (2.1.11c) 

 

ox
1( )
2acc s gs fb ds ds

WI C V V V V
L

µ= − −          (2.1.11d)  

 

상단의 식을 살펴보면 dsV  에 대한 이차식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인 MOSFET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ccI 가 최대일 때 전류의 

양이 포화되므로 accI 를 dsV 에 대하여 미분한 값이 0일 때 포화 전류의 

값을 구하면 아래의 식 (2.1.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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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x ( )

2acc s gs fb
WI C V V

L
µ= −              (2.1.12)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정공 축적 전류의 값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선형 영역: gs fbV V<  그리고 gs fb dsV V V− <  

 

ox
1( )
2acc s gs fb ds ds

WI C V V V V
L

µ= − −          (2.1.13) 

 

2) 포화 영역: gs fbV V<  그리고 gs fb dsV V V− >   

 

2
ox ( )

2acc s gs fb
WI C V V

L
µ= −             (2.1.14) 

 

3) 차단 영역: gs fbV V>  

 

0accI =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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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실리콘 몸체 전류 해석 

 

제1항에서 게이트 단자에 평탄 밴드 전압 이하의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실리콘과 게이트 산화막 계면에 정공이 축적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제는 반대로 게이트 단자에 평탄 밴드 이상의 바이어스가 인가되는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게이트 단자에 평탄 밴드 이상 

바이어스 인가 시의 드레인 전류를 중립 전류(neutral curren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개념이 약간 생소할 수 있으므로 실리콘 

나노와이어 채널을 저항으로 가정하여 이 전류를 해석하고자 한다.  

게이트 단자의 전압이 평탄 밴드 전압 이상으로 인가되면 실리콘 

나노와이어 채널에는 항상 공핍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림 2-7과 같이 

횡방향 임의의 지점에서 종방향 단면에 대하여, 1차원 Poisson’s 

방정식에 의해 표면 전위에 대한 관계식을 식 (2.1.16)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2
si

( ) AqNd x
dx
φ

ε
= −                   (2.1.16) 

 

 

그림 ２-7 나노와이어 FET 횡방향 임의 지점에서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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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16) 을 x 에 대하여 적분을 1회 수행해보자. 이때 좌변은 

표면 전위의 x  방향으로의 미세 변화량으로 표현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 ) / ( )d x dx E xφ = −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2.1.16) 의 우변도 

x 에 대하여 1회 적분하면 x 에 대한 1차식과 적분 상수 A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식 (2.1.17)에 재 정리 하였다.  

 

si

( ) AqNE x x A
ε

= +                   (2.1.17) 

 

한편, 식 (2.1.17) 를 x 에 대하여 1회 적분을 추가로 수행하면 식 

(2.1.18)과 같이 ( )xφ 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다.  

 

2

si

( ) AqNx x Ax Bφ
ε

= − + +                (2.1.18) 

 

식 (2.1.18)의 적분 상수 A 와 B 는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먼저 실리콘과 게이트 산화막의 계면으로부터 종방향으로의 

공핍층 끝 부분의 길이를 depH 라 한다면, depH 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0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장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전위의 

크기도 0이라 할 수 있다. 즉 ( ) 0depE H =  그리고 ( ) 0depHφ =  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표면 전위 sφ  를 구하면 식 (2.1.1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0)
2
A dep

s
si

qN H
φ φ

ε
= =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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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19)를 앞 항에서의 식 (2.1.3)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2.1.20) 와 같은 게이트 전압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공핍층 두께 depH 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2.1.21)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2

si ox2
A dep A dep

gs fb

qN W qN W
V V

Cε
= + +             (2.1.20) 

2
sisi si

2
ox ox

2 ( )gs fb cs
dep

A

V V V
W

C C qN
εε ε − −

= − + +        (2.1.21) 

 

이를 이용하여 나노와이어의 길이 방향에 대한 미소 저항의 값을 

산출하고자 한다. 상단에 제시한 그림 2-7과 같이 중립 채널의 폭과 

높이를 각각 effW  및 effH 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중립 채널의 높이 

effH 는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높이에서 공핍층의 두께를 감한 값이다. 

이를 바탕으로 길이방향에 대한 미소 저항의 식은 식 (2.1.22)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ff eff A b

dydR
W H qN µ

=                  (2.1.22) 

 

나노와이어의 길이 방향으로의 미소 전위차 dV 는 몸체 전류 

bulkI 와 미소 저항 dR  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간단한 정리를 통해 

effW  와 effH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식 (2.1.2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b eff

bulk tan
A

cs
qN HI dy dVµ

θ
=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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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과 유사하게 점진적 채널 근사 기법을 통해 bulkI 에 대한 

식을 유도하면 식 (2.1.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편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적분 관련 값을 γ 로 치환하여 식 (2.1.25)과 같이 표기하였다. 

 

2
2

sib si si
bulk 2

ox ox

2 ( )
tan

gs fb csA
nw cs

A

V V VqNI H dV
L C C qN

εµ ε ε
θ

 − −
 = + − +
 
 

∫  (2.1.24) 

2
2

sisi si
2

ox ox

2 ( )gs fb cs
nw cs

A

V V V
H dV

C C qN
εε ε

γ
 − −
 = + − +
 
 

∫  (2.1.25) 

 

 

한편 공핍층의 두께가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높이와 동일하게 

형성되는 상황을 생각하여 보자. 이러한 경우를 완전 공핍(fully 

depleted channel)이라고 부른다. 이때 게이트 단자에 인가된 전압의 

크기를 deplV 이라 하면 식 (2.1.20)에서 depH 자리에 nwH 를 

대입함으로써 아래의 식 (2.1.26)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게이트 

단자에 deplV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면 실리콘 층은 완전히 공핍되어 

절연되게 된다.  

 

2

si ox2
A nw A nw

depl
qN H qN HV

Cε
= +              (2.1.26) 

 

점진적 채널 근사 기법을 이용하여 게이트 단자에 걸리는 바이어스 

전압에 따른 bulkI  의 식을 유도해보자. 전압 조건에 따라 bulkI  는 총 

6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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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 fb deplV V V− >  인 경우  

 

이 경우 상기 전술한 완전 공핍 상태일 때의 경우이다. 이때의 

실리콘 나노와이어는 완전 공핍되어 절연층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ulkI  는 

아래와 같이 흐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0bulkI =                     (2.1.27) 

 

2) 0 gs fb deplV V V< − <  그리고 gs fb ds deplV V V V− − >  인 경우 

 

소스 단자 부분은 공핍층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드레인 단자 부분은 

완전 공핍층이 형성된 경우이다. 소스를 기준으로 완전 공핍층이 형성된 

지점의 전압은 gs fb deplV V V− −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식 (2.1.24)의 

우변을 0부터 gs fb deplV V V− − 까지 적분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식 (2.1.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sib si si

bulk 20
ox ox

2 ( )
tan

gs fb deplV V V gs fb csA
nw cs

A

V V VqNI H dV
L C C qN

εµ ε ε
θ

− −  − −
 = × + − +
 
 

∫  (2.1.28a) 

b
bulk tan

AqNI
L
µ

γ
θ

= ×                (2.1.28b) 

( )

2si

3/2 3/22 2
si si si si si

2 2
ox si ox ox

( ) ( )

2 2
2

3

gs fb depl gs fb depl
A

A
nw depl gs fb

A A

V V V V V V
qN

qNH V V V
C C qN C qN

ε
γ α

ε ε ε ε ε
ε

= − − − − −

        + + + − + −       
        

 (2.1.2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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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 는 ( )22
si ox si ox si2 / 2 / 2 ( ) /nw nw gs fb AH H C C V V qNε ε ε+ + + −  

를 치환한 것이다.   

 

3) 0 gs fb deplV V V< − <  그리고 0 gs fb ds deplV V V V< − − <  인 경우  

 

이 경우는 2) 경우와는 다르게 드레인 단자까지 완전히 공핍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분적으로 공핍층이 형성되어 있으나 절연되지 않은 

중립 채널을 통해 몸체 전류가 흐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 

채널 근사 기법에 의하여 식 (2.1.24)의 우변을 0부터 dsV 까지 아래와 

같이 수행하면 적분하면 식 (2.1.29)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sib si si

bulk 20
ox ox

2 ( )
tan

dsV gs fb csA
nw cs

A

V V VqNI H dV
L C C qN

εµ ε ε
θ

 − −
 = × + − +
 
 

∫ (2.1.29a) 

 

b
bulk tan

AqNI
L
µ

γ
θ

= ×                   (2.1.29b) 

( ) ( )

2si

3/2 3/22 2
si si si si si

2 2
ox si ox ox

2 2
2

3

ds ds
A

A
nw gs fb ds gs fb

A A

V V
qN

qNH V V V V V
C C qN C qN

ε
γ α

ε ε ε ε ε
ε

= −

        + + + − − − + −       
        

(2.1.29c) 

 

4) 0gs fbV V− <  그리고 gs fb ds deplV V V V− − >  인 경우  

 

이 경우는 나노와이어의 길이 방향으로 일정 지점까지 공핍층이 

형성되지 않고, 이후 일정 지점부터는 완전히 공핍되어 있는 경우이다. 

몸체 전류는 아래의 식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아래의 식을 정리하면 

식 (2.1.30)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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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b si si

bulk 2
ox ox

b
0

2 ( )
tan

tan

gs fb depl

gs fb

gs fb

V V V gs fb csA
nw csV V

A

V VA
nw cs

V V VqNI H dV
L C C qN

qN H dV
L

εµ ε ε
θ

µ
θ

− −

−

−

 − −
 = × + − +
 
 

+ ×

∫

∫
(2.1.30a) 

 

b
bulk tan

AqNI
L
µ

γ
θ

= ×                  (2.1.30b) 

 

2si

3/22 3
si si si si

2 3
ox si ox ox

( )

22
3

nw gs fb depl depl
A

A
nw depl

A

H V V V V
qN

qNH V
C C qN C

ε
γ α

ε ε ε ε
ε

= − − +

      + + + −     
      

  (2.1.30c) 

 

5) 0gs fbV V− < 그리고 0 gs fb ds deplV V V V< − − <  인 경우  

 

이 경우는 4) 경우와 유사하게 나노와이어의 길이 방향으로의 일정 

지점까지 공핍층이 형성되지 않고 드레인 단자 부분도 완전히 공핍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몸체 전류는 아래의 식(2.1.31)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2
sib si si

bulk 2
ox ox

b

0

2 ( )
tan

tan

ds

gs fb

gs fb

V gs fb csA
nw csV V

A

V VA
nw cs

V V VqN
I H dV

L C qNC

qN
H dV

L

εµ ε ε
θ

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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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2.1.31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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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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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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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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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si

3/22 3
si si si si

2 3
ox si ox ox

( ) ( ) ( ( ) )

2
2 (

3

nw gs fb ds gs fb ds gs fb
A

A
nw gs fb ds

A

H V V V V V V V V
qN

qNH V V V
C qNC C

ε
γ α

ε ε ε ε
ε

= − + − + − − −

      + + + − − −    
      

(2.1.31c) 

 

6) 0gs fbV V− < 그리고 0gs fb dsV V V− − <  인 경우  

 

이 경우는 나노와이어에 공핍층이 전혀 없을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몸체 전류는 아래의 식(2.1.32)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b
bulk 0tan

dsVA
nw cs

qNI H dV
L
µ

θ
= × ∫              (2.1.32a) 

 

bulk 2
A b nw dsqN WH VI

L
µ

=                (2.1.32b) 

 

 

제３항 드레인 전류 해석 

 

드레인 전류는 제1항에서 유도한 정공 축적에 의한 전류와 

제2항에서 유도한 몸체 전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게이트 

바이어스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총 7가지의 경우로 표현할 수 있다. 

그 결과를 하단의 표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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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게이트 바이어스에 따른 드레인 전류 전달 관련 단면도 및 드레인 전류 

Case 1 2 3 4 

조건  gs fb deplV V V> +  
0 gs fb depl

gs fb ds depl

V V V
V V V V
< − <

− − >
 

0  

0
gs fb depl

gs fb ds depl

V V V
V V V V

< − <

< − − <
 

0 gs fb

gs fb ds depl

V V
V V V V

− <

− − >
 

단면도 

 

 
 

   

드레인 전류 (2.1.15)+(2.1.27a) (2.1.15)+(2.1.28a) (2.1.15)+(2.1.29a)  (2.1.13)+(2.1.30a) 

Case 5 6 7 

 

조건 
0 

0
gs fb

gs fb ds depl

V V
V V V V
− <

< − − <
 

0  

0 
gs fb

gs fb ds

V V
V V V

− <

− − <
 

0 

0 
gs fb

gs fb ds

V V
V V V

− <

− − >
 

단면도 

 

 
 

  

드레인 전류 (2.1.13)+(2.1.31a) (2.1.13)+(2.1.32a) (2.1.14)+(2.1.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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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과 제2항의 수식을 기반으로 불순물 주입 농도에 따른 정공 

축적 전류, 몸체 전류 그리고 드레인 전류를 그래프로 도식하였다. 

불순물 주입 농도는 붕소 이온(B+)이 각각 1015, 1016 그리고 1017 3cm−  

의 농도로 주입된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그 이외의 파라미터는 아래의 

표3 에 정리하였다. 한편 그래프는 Origin 프로그램(OriginLab Corp., 

Northampton, MA, USA)를 이용하여 도식하였다.  

 

 

표 3 나노와이어 드레인 전류 모델 해석을 위한 파라미터 정리 

항목 (Parameter) 값 (Value) 단위 (Unit) 

실리콘 밴드갭 1.12 eV 

진성 캐리어 농도 1.50×1010 
 

볼츠만 상수 1.38×10-23 J·K-1 

절대온도 300 K 

전하량 1.60×10-19 C 

유전율 8.85×10-12 F/m 

산화막 비유전율 3.9 
 

실리콘 비유전율 11.7 
 

나노와이어 굵기 300×10-9 m 

나노와이어 높이 300×10-9 m 

나노와이어 길이 20×10-6 m 

정공 표면 이동도[42] 240 cm2/(V·s) 

전공 벌크 이동도[43] 458 cm2/(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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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8 B+이온이 1015 3cm−  주입 되었을 때의 드레인 전류:    

(Vds:-3V) 

상단의 그림 2-8는 B+ 이온이 1015 3cm−  농도로 주입되었을 경우의 

각 전류를 도식한 그래프이다. B+ 이온이 1015 3cm−  농도로 주입되면 

실리콘의 비저항 (relative resistance)는 약 13.5 Ωcm 로 계산된다. 

이 경우의 드레인 전류 수준은 정공 축적 전류가 결정짓는 것으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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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9 B+이온이 1016 3cm−  주입 되었을 때의 드레인 전류:   (Vds:-

3V) 

상단의 그림 2-9는 B+ 이온이 1016 3cm−  농도로 주입되었을 경우의 

각 전류를 도식한 그래프이다. B+ 이온이 1016 3cm−  농도로 주입되면 

실리콘의 비저항 (relative resistance)는 약 1.4 Ωcm 로 계산된다. 

이 경우는 앞선 경우보다 몸체 전류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나 

드레인 전류 수준은 역시 정공 축적 전류가 결정짓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림 21의 경우 몸체 전류의 크기가 작아 전류 전달 특성을 관찰하기 

어려웠으나 22의 경우 몸체 전류의 크기가 일정 수준의 전압 이후에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채널에 공핍층이 

모두 없어져서 실리콘 나노와이어 채널의 저항 값이 전압 바이어스와 

무관하게 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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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0 B+이온이 1017 3cm−  주입 되었을 때의 드레인 전류:   

(Vds:-3V) 

상단의 그림 2-10는 B+ 이온이 1017 3cm−  농도로 주입되었을 

경우의 각 전류를 도식한 그래프이다. B+ 이온이 1017 3cm−  농도로 

주입되면 실리콘의 비저항 (relative resistance)는 약 0.2 Ωcm 로 

계산된다. 이 경우는 앞의 두 경우와 다르게 몸체 전류의 값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드레인 전류의 수준은 몸체 전류의 크기가 

결정짓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몸체 전류의 크기가 증가한 이유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채널에 주입된 불순물의 농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실리콘 나노와이어 채널 자체가 비저항이 낮은 저항처럼 동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몸체 전류의 값은 

일정 수준 동안 증가하다가 일정한 값으로 계산되는데 이 역시 

나노와이어 채널에 공핍층이 모두 없어져서 실리콘 나노와이어 채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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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값이 전압 바이어스와 무관하게 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특정 연구그룹에서는 나노와이어 FET 드레인 전류 수준이 

정공 축적 전류에 의해 결정되는 소자를 정공 축적 

모드(accumulation-mode) FET로, 드레인 전류 수준을 몸체 전류가 

결정짓는 소자를 무접합(junctionless) FET로 분류하기도 한다[44]. 

그러나 일반적으로 별도의 불순물 국부 주입 공정 없이 제작되는 소자를 

무접합 트랜지스터로 통칭한다. 

아래의 그림 2-11는 나노와이어의 굵기 및 높이를 각각 

변경해가며 그래프를 도식한 것이다. 드레인 전류는 나노와이어의 굵기 

(Wnm) 및 높이 (Hnw)를 100 ㎚ 부터 700 ㎚ 까지 증가시켜가면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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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1 나노와이어 굵기 및 높이 변화에 따른 드레인 전류-게이트 

전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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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나노와이어의 굵기 및 

깊이의 값이 클수록 드레인 전류의 값이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나노와이어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게이트 전압이 양수일 때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의 나노와이어가 p 타입 반도체로 제작되기 때문에 게이트 

바이어스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드레인 전류가 작아야 한다. 게이트 

바이어스가 양수 일 때에 전류의 값이 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하지 

않는 전력 소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양수인 

구간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나노와이어 

채널을 완전 공핍시키기 위한 전압의 값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어야 나노와이어 채널을 완전 공핍시켜 

전류의 값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충분한 점멸비 확보를 위하여 

나노와이어의 높이는 충분히 작야야 하므로 나노와이어의 굵기 및 

높이를 작게 제작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의 나노와이어는 제작 시 

높이와 굵기가 같은 비율로 결정 되기 때문에 나노와이어의 높이를 작게 

하려면 굵기도 같이 작게 제작해야 함) 

 

 



 

 36 

제２절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 
 
 

제2절에서는 제1절에서 제시한 나노와이어 FET의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툴은 

3차원 TCAD 툴(Silvaco,Inc., Santa Clara, CA, USA)을 사용하였다.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면 레이아웃은 devedit3d, 시뮬레이션 수행은 

deckbuild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tonyplot3d 및 tonyplot 

프로그램으로 수행하였다. 

  
제１항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레이아웃 

 
제1항에서는 제1절에서 가정한 나노와이어 FET의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아웃하는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상기 전술한 것과 같이 

레이아웃은 devedit3d 툴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Devedit3d는 좌표를 

입력하여 소자의 구조를 도식하는 툴로서 하단의 표 4와 같이 좌표를 

입력하였다. 한편 본 논문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는 PN 접합을 

형성하기 위한 확산 및 이온 주입 공정이 필요 없는 소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우시안 분포 등을 이용한 단계 지정은 수행하지 않고 비저항 

1-10 Ωcm 를 맞춰주기 위해 B+ 이온을 1×1016 cm-3 를 균일하게 

지정하였다. (하단의 표의 Si_Nanowire, Si_source_block, 

Si_drain_block layer) 불순물 주입 및 메쉬 설정 후의 레이아웃 결과는 

그림 2-12에 나타내었다. 또한 3차원 레이아웃 결과는 그림 2-13 및 

2-14에 나타내었다. 한편 아래 표의 단위는 마이크로(u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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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레이아웃 입력 좌표 (Wnw: 300 nm) 

Layer 명 물질 
좌표 

비고 
X, Y Z (Start Z ~ End Z) 

Si_Nanowire Silicon 
(-0.1500, 0.0000), (0.1500, 0.0000),  

(0.0000, 0.3000) 
-10.0000~10.0000 

나노와이어 

채널 

Si_source_block Silicon 
(-1.0000, 0.0000), (1.0000, 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0000~-10.0000 

실리콘 블록 

(소스 영역) 

Si_drain_block Silicon 
(-1.0000, 0.0000), (1.0000, 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0~20.0000 

실리콘 블록 

(드레인 영역) 

SiO2_gate_oxide SiO2 
(-0.1500, -0.0300), (0.1500, -0.0300), 

(0.1500, 0.0000), (-0.1500, 0.0000) 
-12.0000~12.0000 게이트 산화막 

gate Aluminum 
(-0.1500, -0.2000), (0.1500, -0.2000), 

(0.1500, -0.0300), (-0.1500, -0.0300) 
-12.0000~12.0000 게이트 

source Aluminum 
(-0.8000, -0.2000), (0.8000, -0.2000), 

(0.8000, 0.0000), (-0.80000, 0.0000) 
-20.0000~-15.0000 소스 

drain Aluminum 
(-0.8000, -0.2000), (0.8000, -0.2000), 

(0.8000, 0.0000), (-0.80000, 0.0000) 
15.0000~20.0000 드레인 

 

단위: 마이크로미터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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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레이아웃 입력 좌표 (Wnw: 300 nm) (cont’d) 

 

Layer 명 물질 
좌표 

비고 
X, Y Z (Start Z ~ End Z) 

SiO2_Nanowire_1 SiO2 

(-1.0000, 0.0000), (-0.1500, 0.0000), 

(0.0000, 0.3000), (0.0000, 1.0000), 

(-1.0000, 1.0000) 

-10.0000~10.0000 

산화막 

(나노와이어 

형성을 위해 

성장시킨  

열 산화막) 

SiO2_Nanowire_2 SiO2 
(1.0000, 1.0000), (0.0000, 1.0000), (0.0000, 

0.3000), (0.1500, 0.0000), (1.0000, 0.0000) 
-10.0000~10.0000 

산화막 

(나노와이어 

형성을 위해 

성장시킨  

열 산화막) 

substrate Aluminum 
(-0.0050, 1.0000), (0.0050, 1.0000), 

(0.0050, 1.0050), (-0.0050, 1.0050) 
-1.0000~1.0000 

시뮬레이션 시 

필요한  

ground 용 

전극 

 

단위: 마이크로미터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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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2 레이아웃 결과  

 

그림 ２-13 3차원 레이아웃 결과 (1): 전체 

 
 

그림 ２-14 3차원 레이아웃 결과 (2):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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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환경 설정 
 
 

본 제2항에는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환경 설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환경 설정은 deckbuil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아래의 그림 2-15은 deckbuild 실행 시 생성되는 창으로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명령어를 기록해두었다. 명령어는 Silvaco 社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46]. 한편 표 5에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명령어를 정리하였다.   

먼저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소자의 물질 파라미터는 Lombardi 

model 로 지정하였다. Lombardi model 은 Lombardi’s mobility 

model의 준말로,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소자의 구조가 비평면형(non-

planar)일 때 사용한다. FinFET이나 나노와이어 FET와 같은 입체 

구조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적절한 모델이다. Lombardi surface 

mobility는 음향포논(acoustic phonon, acµ )이동도, 표면 산화막 

스캐터링 이동도(surface roughness scattering mobility, srµ ) 그리고 

실리콘 벌크 이동도(bulk mobility, bµ )에 기반하여 아래의 식 (2.2.1)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1 1 1 1

lomb ac sr bµ µ µ µ
= + +                (2.2.1) 

 

상단의 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려는 소자가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Lombardi model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minority carrier 의 

수명을 고정하기 위해 물질 파라미터를 Shockley-Read-Hall 로 추가 

지정하였다. 대부분 시뮬레이션에서 minority carrier 의 수명을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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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뮬레이션을 수행은 newton method로 수행하였다. 

newton method는 시뮬레이션 수행 시 가장 신뢰성 있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모델이다. 하지만 하나의 변수를 고정한 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Gummel method 와는 다르게 모든 변수에 대하여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시뮬레이션 후 획득한 그래프는 그림 2-1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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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뮬레이션을 위한 명령어 정리 

명령어 목적 비고 

Mesh infile 소자 구조 불러오기  

Models print 물질 파라미터 설정 

Lombardi model 

(cvt) 

shockley-read-

hall (srh) 

Method 수행 방법 설정 Newton method 

output 
시각화 할 파라미터 

설정 
 

solve 
초기해 획득 및 

sweep 범위 설정 

초기해 획득 (init) 

전압 sweep (vstep, 

vfinal) 

log outf 
시뮬레이션 데이터 

저장 
 

save outf 
시각화 할 파라미터 

도식 파일 생성 
 

tonyplot -overlay 
그래프 도식 및 

겹치기 
 

 



 

 43 

 

그림 ２-15 시뮬레이션 수행 방법 

 

그림 ２-16 시뮬레이션 결과 도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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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제시한 모델과 시뮬레이션 결과간 비교 
 

제3절에서는 제1절에서 제시한 모델과 제2절의 과정을 통해 획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나노와이어의 굵기, 높이 및 

길이는 제 1절의 표2와 같이 고정한 후 드레인-소스 간 전위차를 

변경해가며 게이트 전압에 따른 드레인 전류를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2-

1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선은 제1절에서 획득한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도식한 것이고 도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획득한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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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ds=-0.5V
 Vds=-1.0V
 Vds=-2.0V
 Vds=-3.0V

Vgs (V)
 

그림 ２-17 Vds에 따른 Ids-Vgs 곡선 (Wnw, Hnw: 300 ㎚, Lnw: 20 ㎛) 



 

 45 

상단에 제시한 그래프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획득한 결과와 

제시한 모델 간 경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드레인-소스 간 

전위차가 증가함에 따라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며, 게이트 

소스 간 전위차가 증가할수록 역시 드레인 전류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드레인-소스 간 전위차가 작을 때에는 드레인 전류의 

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드레인-소스 간 전위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2차 곡선을 따라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제시한 모델에서 드레인 전류의 선형 및 포화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것을 

반증한다. 아래 그림 2-18은 게이트-소스 간 전위차를 변경해가며 도식한 

드레인 전압-드레인 전류 전달 곡선을 도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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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8 Vgs에 따른 Ids-Vds 곡선 (Wnw, Hnw: 300 ㎚, Lnw: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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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제시한 그래프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획득한 결과와 

제시한 모델 간 경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게이트-소스 간 

전위차가 증가함에 따라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며, 

드레인-소스 간 전위차가 증가할수록 역시 드레인 전류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드레인-소스 간 전위차가 일정 수준이 되면 드레인 

전류가 일정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드레인 전류가 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프를 통해 관찰할 수 있듯이 드레인 전류의 선형 및 포화 

특성이 모델에 제대로 반영된 것을 반증한다.  

아래 그림 2-19은 나노와이어 길이에 따른 게이트 전압-드레인 전류 

전달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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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9 나노와이어 길이에 따른 Ids-Vgs 곡선 (Wnw, Hnw: 300 ㎚, 

Vds=-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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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그림 2-18의 그래프는 나노와이어의 길이가 감소함에 따라 

드레인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나노와이어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나노와이어의 길이가 변화함에도 제1절에서 제시한 모델과 제2절의 

시뮬레이션 결과의 경향이 매우 유사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단의 그림 

2-20은 나노와이어 길이에 따른 드레인 전압-드레인 전류 전달 곡선을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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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20 나노와이어 길이에 따른 Ids-Vds 곡선 (Wnw, Hnw: 300 ㎚, 

Vgs=-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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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그림 2-20의 그래프는 나노와이어의 길이가 감소함에 따라 

드레인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앞서 

전술한 경우와 동일하게 나노와이어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나노와이어의 길이가 변화함에도 

제1절에서 제시한 모델과 제2절의 시뮬레이션 결과의 경향이 매우 유사한 

것을 역시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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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제작 방법 
 

제4절에서는 top-down MEMS 공정 기술에 기반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제작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1항에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방법에 대하여, 제2항에서는 나노와이어를 활용하여 FET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１항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방법 

 
제1항에서는 top-down MEMS 공정 기술에 기반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top-down MEMS 

공정 방식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방법은 제작자가 원하는 위치에 

나노와이어의 개수, 굵기, 길이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가의 e-beam lithography 장비 없이 제작이 가능하다[47].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방법은 그림 2-21에 나타내었다.   

먼저 p-type 붕소 이온 불순물이 주입된 (100) 결정 방향의 단결정 

실리콘 기판에 저압 기상 화학 증착(LPCVD)방식으로 일정 두께의 실리콘 

질화막을 증착한다(그림 2-21(a)). 실리콘 질화막은 나노와이어의 굵기를 

조절 할 때의 마스크 역할을 하는 막으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이후 그림 2-21(b)와 같이 실리콘 질화막을 건식 식각(dry etch) 

방식을 통해 패터닝한다. 이후 실리콘을 반응성 이온 식각 (reactive ion 

etch) 방식을 통해 그림 2-21(c)와 같이 패터닝한다. 이후 실리콘 질화막과 

실리콘을 식각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감광제(photoresist)를 제거한다.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 TMAH를 이용한 

실리콘 습식 식각을 진행하기 전에 세정 공정을 진행한다. 세정 공정은 

먼저 SPM(sulphuric peroxide mixture) 용액을 120℃ 로 가열한 후 약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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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 이후 SPM 세정 공정 진행 후 실리콘 기판에 형성된 자연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6:1 BOE(buffered oxide etch) 용액을 이용하여 약 

10초간 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일련의 세정 과정을 거친 후 약 85℃로 

가열된 TMAH 용액에서 일정 시간동안 TMAH 식각을 진행한다. TMAH 

식각을 진행하면 그림 실리콘은 그림 2-21(d)와 같이 <111> 방향을 따라 

모래시계 형상으로 패터닝된다. 이는 실리콘의 비등방성 결정구조 성질을 

이용한 방법이다. 상기 그림 2-21(c) 과정에서 실리콘 기판을 반응성 이온 

식각을 수행하면 식각하게 되면 측벽으로는 <110> 방향의 면이, 하부에는 

<100> 방향의 면이 드러난다. 실리콘은 TMAH나 KOH와 같은 알칼라인 

식각 용액에 투입 되었을 때, 결정 방향에 따라 식각 속도가 현저히 

차이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 TMAH 용액에서는 <100> 및 <110> 방향 대비 

<111> 방향의 식각 속도가 각각 37배 및 68배 느리다는 특성이 연구된 바 

있다[47]. <111> 방향으로의 식각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식각이 진행됨에 

따라 <111>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는 실리콘이 식각된다는 

의미이다. 즉, 알칼라인 용액 내에서 실리콘이 식각되다가 남은 

<111>방향의 실리콘 면이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각이 멈추게 된다는 

의미로 별도의 미세한 식각 시간 조절 없이 모래시계 형상으로 실리콘을 

식각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21(d)와 같이 모래시계 형상으로 

실리콘을 패터닝한 후, 습식 산화를 통해 나노와이어를 형성한다. 상기 

언급하였듯이 최초 실리콘 질화막을 증착하였는데, 이는 습식 산화를 통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굵기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굵기가 결정되는 원리는 하단의 그림 2-22에 도시 및 아래의 

간단한 수식(2.4.1)으로 정리하였다.  

 

12 0.45
sinnw oxW W T

θ
= − × ×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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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wW 는 예상 나노와이어 굵기, W 는 최초 패터닝 된 실리콘의 

폭, oxT 는 습식 산화를 통해 성장시킨 산화막의 두께, θ 는 실리콘 

질화막이 증착된 계면과 <111> 면의 실리콘과의 접합 각으로 약 

54.7°이다. 수식 (2.4.1)의 우변의 계수 0.45는 습식 산화 공정을 통해 

소모되는 실리콘의 양이 전체 산화막의 두께의 45%이기 때문에 적용한 

것이다.   

모래시계 형상으로 패터닝 된 실리콘을 습식 산화하면 <111> 방향을 

따라 산화막이 성장된다. 실리콘 기판 상단에 증착한 실리콘 질화막은 

습식 산화를 진행할 때 첨가되는 O2 또는 H20 분자의 용해도가 실리콘에 

비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초기 MOSFET 연구 시 소자 간 절연층 형성을 

위한 LOCOS(local oxidation of silicon) 공정에 산화 방지용으로 실리콘 

질화막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48]. 즉, 습식 산화 시 실리콘 면이 

드러난 좌, 우측으로만 산화막이 성장되기 때문에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굵기 조절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습식 산화를 통해 상부와 하부의 

실리콘이 분리되면, 습식 산화용 마스크 물질로 사용하였던 실리콘 

질화막을 190℃로 가열된 인산(H3PO4) 용액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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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화막 (SiNx) 증착       (b) 질화막 건식 식각 

 

 

 

 
 

(c) 실리콘 건식 식각         (d) 실리콘 습식 식각 

 

 

 

 
(e) 열 산화막(SiO2) 성장     (f) 질화막 제거   

그림 ２-21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과정 

 
 
 
 
 
 
 
 
 

(a) TMAH 식각 후                 (b) 열 산화막 성장 후 
 

그림 ２-22 실리콘 나노와이어 굵기 계산을 위한 파라미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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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제작 방법 
 

상기 제1항에서 제작한 나노와이어에 게이트 산화막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제작을 시작한다. 전체적인 공정 과정은 

그림 2-23에 도시하였다. 게이트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은 건식 산화 

방식으로 산화막을 성장시키는 방법과 플라즈마 강화 화학 기상 증착 

방식(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을 이용한 TEOS를 

증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성평가 결과 건식 산화를 통해 

산화막을 성장시킨 나노와이어 FET의 성능이 TEOS를 게이트 산화막으로 

사용한 FET보다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49]. 그림 2-23(a)와 

같이 나노와이어 형성 후 질화막 제거 공정까지 수행되었다면, 일정 

두께의 게이트 산화막을 형성한다. 그리고 게이트 전극으로 사용할 폴리 

실리콘을 저압 기상 증착 방식으로 증착한다. 한편 폴리 실리콘은 별도의 

불순물 주입이 되지 않는다면 전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착 후 POCl3 도핑 공정을 통해 폴리 실리콘을 n+ 폴리 

실리콘으로 만들어 준다. 폴리 실리콘 증착 및 불순물 주입 공정이 

수행되면 순차적으로 감광제를 도포 및 패터닝을 수행한 후 건식 식각을 

통해 그림 2-23(b)와 같이 폴리 실리콘을 패터닝한다.  

게이트 산화막 형성, 폴리 실리콘 증착 및 패터닝을 통해 FET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었다면, 본 단계에서는 그림 2-23(c)와 같이 게이트, 

소스 및 드레인 컨택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수행한다. 폴리 실리콘 

부분을 제외한 기판 전체에는 게이트 산화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성장시키거나 증착한 산화막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산화막을 패터닝해야 한다. 산화막 패터닝을 수행하기 위해 감광제 도포 

및 패터닝을 수행하여 산화막이 제거가 되야 할 부분만 노출시킨다. 이후 

건식 식각이나 BOE를 이용한 습식 식각을 통해 전극이 형성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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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산화막을 제거한다. 이후 알루미늄(Al)과 몰리브덴(Mo)을 일정 

수준 증착한 후 열처리 공정을 진행한다. 알루미늄은 3족 원소로 

붕소(boron) 불순물이 첨가된 실리콘과 이론적으로는 별도의 추가 공정 

없이 옴성(ohmic) 컨택이 가능하나 보다 확실한 옴성 컨택 형성을 위해 

열처리가 필요하다[50]. 한편 몰리브덴을 증착한 목적은 알루미늄 전극이 

열처리 과정 중 표면 산화 방지하고자 함이다. 

상기 전술한 일련의 공정 과정을 통해 컨택 전극 형성이 

완료되었다면, 그림 2-23(d)와 같이 컨택 전극에 바이어스 전압 인가용 

패드 및 배선 공정을 진행한다. 배선 및 패드는 Au 전주도금(electroplating) 

방식으로, 층간 절연 물질은 SU-8 유전체를 사용한다. 전주도금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금 기저막(seed layer)으로 Ti 및 Au를 사용한다. Ti 는 

Au 기저막의 접착성 증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원하는 부분만 도금을 

진행하기 위해 감광제를 패터닝하여 도금하고자 하는 영역만 노출시킨다. 

한편 층간 절연 물질로 사용하는 SU-8은 감광제이기 때문에 패터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선 및 패드, 그리고 층간 유전체 공정 완료 후 그림 2-23(e)와 같이 

지지 기판을 접합한다. 지지 기판은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가 제작된 

기판을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CMP 과정 중에 지지기판이 본 기판과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 완료 후 제거가 용이하도록 IPA에 용해되는 본딩 왁스(bonding 

wax)를 사용한다. 지지기판을 부착한 후 본 기판을 CMP 및 DRIE 공정을 

통해 그림 2-23(f)와 같이 제작한다. 제작이 완료된 나노와이어 FET는 그림 

2-23(g)와 같다. 유연한 기판에 전사하고 싶다면 그림 2-23(h)와 2-23(i)와 

같이 PDMS 등과 같이 유연성 소재를 도포한 후 IPA 용액을 이용하여 

본딩 왁스 제거를 통해 지지 기판을 분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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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화막 제거를 통해 노출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b) 게이트 산화막 증착 및 폴리 실리콘이 패터닝 후 

 
(c) 컨택 전극이 형성 후 

 
(d) 다층 배선 공정 후 

 

 
 

(e) 지지 기판 접합 후 

 
(f) CMP 및 backside DRIE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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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RIE 후                (h) 유연한 기판에 전사 예 (1) 

 

 
(i) 유연한 기판에 전사 예(2): 지지기판 분리 후 

 

그림 ２-23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제작 과정 

 

 



 

 57 

제５절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제작 결과 
 

제4절에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5절에서는 실제 공정을 통해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제4절과 유사하게 제1항에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결과를, 제2항에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제작 

과정에 대하여 서술한다. 나노와이어 제작에 사용된 마스크 도면과 

나노와이어 FET의 구조는 그림 2-24와 2-25에 도시하였다. 

 

 
그림 ２-24 제작에 사용된 마스크 레이아웃 및 특성 평가용 소자 구조 

 
그림 ２-25 나노와이어 FET의 구조 (마스크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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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항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결과 

 
상기 제4절의 제1항에서 전술한 것과 같이 실리콘 질화막을 증착하는 

것부터 공정이 시작된다. 저압 화학 기상 증착을 하기 전에 SPM, SC-1 및 

SC-2 용액을 이용하여 세정 공정을 각 10분씩 수행하였다. 용액의 온도는 

각각 120℃, 65℃ 및 80℃ 이며 용액 제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액 제조 

방법과 같다. 세정 공정이 완료된 기판을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의 

LPCVD 3호기 장비 SHF-150L(㈜셀트론, 대한민국)를 이용하여 실리콘 

질화막을 증착하였다. 500Å의 실리콘 질화막을 증착하기 위해 NH3 

가스를 100 sccm, SiH2Cl2 가스를 30 sccm 흘려주었으며, 온도 및 진공도는 

785℃ 및 150 mTorr 로 설정한 후 약 13분 간 공정을 수행하였다. 공정 

결과 약 465Å 두께의 질화막이 증착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질화막을 패터닝하기 위하여 먼저 감광제 패터닝 공정부터 

수행하였다. 사용한 감광제는 AZ 계열의 GXR 601 (positive)이며 5,000 

RPM으로 약 30초간 스핀 코팅을 수행하였다. 스핀 코팅 결과 약 1 ㎛ 의 

두께로 감광제가 도포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감광제 도포 후 핫플레이트를 

이용하여 100℃에서 1분간 soft bake를 수행하였고, 전자부품연구원의 

contact aligner 장비 MA6(SUSS MicroTec AG., Garching, Germany)를 

사용하여 파장의 길이가 365 ㎚인 i-line의 자외선을 20 mW/cm2 의 세기로 

1.5초간 노광을 수행하였다. 노광 수행 후 AZ 300K 현상액을 이용하여 약 

10초간 현상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하단의 그림 2-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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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26 노광 및 현상 공정 수행 결과 

노광 공정을 통해 패턴 형성 후 전자부품연구원의 STS RIE 장비 

Multiplex ICP (Surface Technology Systems Ltd., Newport NP1 9UJ, United 

Kingdom)를 이용하여 질화막 및 실리콘 패터닝 공정을 수행하였다. 약 

500Å 의 질화막을 건식 식각하기 위해서 O2, C4F8, SF6 가스 유량은 각각 1, 

50, 10 sccm 로 설정하였으며, 챔버의 진공도는 8 mTorr, 플라즈마 형성을 

위한 상부와 하부 전극에 각각 800W 및 130W로 전력을 공급하여 35초간 

수행하였다. 질화막 공정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얼라인 키(align key)영역의 질화막 두께를 측정하였다. 질화막이 완전히 

제거된 것을 관찰한 후 실리콘을 패터닝하기 위해 bosch process를 

수행하였다. Etch 공정 시에는 O2, C4F8, SF6 를 13, 0, 130 sccm을, passivation 

공정 시에는 0.9, 25, 0 sccm을 흘려주었다. 총 공정 수행 시간은 식각은 

53초이며 etch를 5.7초×5회, passivation을 5.0초×5회로 설정하였다. 챔버 

내의 진공도는 23 mTorr로 설정하였다. 측정을 통해 확인해보았을 때 

실리콘은 약 1.6 ㎛ 정도 식각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후술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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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은 약 1.6 ㎛ 정도 식각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이상으로 식각되면 

TMAH 식각 시 실리콘이 모래시계형태가 되기 전에 상부와 하부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습식 산화 시 나노와이어가 끊어지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질화막 및 실리콘을 식각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감광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PR ashing 장비 V55G (Plasma-Finish Gmbh, Schwedt, Germany)를 

사용하였다. O2 유량은 150 sccm 으로 설정하였으며, 약 5분간 수행하였다. 

이 때 챔버의 진공도는 약 750 mTorr이다. 감광제 제거 후 TMAH 식각을 

수행하기 전 SPM 세정을 120℃에서 10분간 수행하였다. SPM 세정 공정 

이후 기판에 형성된 자연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6:1 BOE(buffered 

oxide etch) 용액을 이용하여 약 10초간 추가 세정을 실시하였다. 

아래 그림 2-27은 TMAH 식각을 수행 결과 후 촬영한 SEM 사진이다. 

상기 전술한 것과 같이 식각 속도가 가장 느린 <111>면이 접하여 

모래시계 형상을 이룬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TMAH 용액은 85℃로 

가열하였으며 식각은 약 20초간 수행하였다. 습식 식각 공정이기 때문에 

건식 식각보다 기판 위치 별로 편차가 상이하니 용액 내에서 기판을 잘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61 

 
(a) TMAH 식각 수행 결과(1)(실리콘 건식 식각 깊이: 1.6 ㎛) 

 
(b) TMAH 식각 수행 결과(2)(실리콘 건식 식각 깊이: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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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MAH 식각 수행 결과(3)(실리콘 건식 식각 깊이:1.6 ㎛) 

그림 ２-27 모래시계 모양으로 패터닝된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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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TMAH 식각 결과 위치별 정리 

위치 초기 선폭 (㎚) 

Top 

1470 
1540 
1530 
1500 

Bottom 

1510 
1540 
1530 
1530 

Center 

1560 
1560 
1570 
1520 
1500 
1490 

 

나노와이어를 제작하기 위한 습식 산화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기판 

세정부터 진행하였다. 상기 질화막 증착 시 세정 조건과 동일하게 SPM, 

SC-1 및 SC-2 용액을 이용하여 충분히 세정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의 furnace 장비 JSF-2000-T4(성진세미텍㈜, 대한민국)를 

이용하여 습식 산화를 진행하였다. H2와 O2가스의 유량을 각각 10,130 slpm 

및 6,750 slpm으로, 온도는 1,050℃로 설정하였으며, 약 10,000Å 산화막 

성장을 목표로 215분간 공정을 진행하였다. 표 4의 초기 선폭을 수식 

(2.4.1)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예상되는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굵기는 400 

㎚ 수준이었다. 얼라인 키 영역의 산화막 두께를 측정한 결과 약 

10,500Å이었으며 실제 SEM 사진을 바탕으로 나노와이어의 굵기를 

계측한 결과를 표 5에 정리하였다. 표5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위치 

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하며, 기판 상부의 경우 나노와이어의 굵기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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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습식 산화 시 기판 위치 별로 산화막의 

두께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그림 2-28에 습식 산화 

후 촬영한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2-29에 광학 현미경으로 

촬영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형성 결과를 도식하였다. 습식 산화 완료 후 

185℃로 가열된 인산(H3PO4) 용액을 이용하여 습식 산화 마스크 물질인 

실리콘 질화막을 45분 간 제거하였다. 과도하게 인산 용액에 담가 둘 경우 

실리콘 나노와이어까지 제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리콘 

질화막이 어느 정도 제거 되면 기판 후면 부에 기포가 발생한다. 실리콘 

질화막은 친수성, 실리콘은 소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면 

실리콘 질화막이 대부분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식각 시간 조절이 

어렵다면 기판 후면부의 기포가 발생 시간을 기점으로 약 10분 정도 

수행해 주면 실리콘 질화막을 용이하게 제거 가능하다. 

 

표 7 습식 산화 결과 위치별 정리 

위치 Wnm (㎚) Average (㎚) %NonU 

Top 

651 

494.33 54.72 

738 
476 
782 
610 

Bottom 

355 
241 
541 
398 
483 

Center 

389 
385 
413 
440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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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습식 산화 결과 (기판 상부) 

 
 

 
(b)  습식 산화 결과 (기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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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습식 산화 결과 (기판 하부) 

 

 
 

(d) 습식 산화 결과 (실리콘 나노와이어 어레이) 
 

그림 ２-28 습식 산화를 통해 형성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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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29 광학 현미경으로 촬영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형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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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제작 결과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제작한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게이트 

산화막 성장에 앞서 세정 공정을 실시하였다. 상기 전술한 것과 같이 SPM, 

SC-1 및 SC-2 용액을 이용하여 충분히 세정한 후 자연 산화막 제거를 

위해 100:1로 희석된 HF용액을 이용하여 10초간 세정을 실시하였다. 

나노와이어 FET의 성능을 결정짓는 게이트 산화막을 성장시키는 

공정이기 때문에 성능을 저해하는 자연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기판 

후면이 소수성 상태로 변화된 것을 확인한 후 증류수로 충분히 

세정해주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의 furnace 

2호기(㈜셀트론, SHF-150)를 이용하여 O2 가스 유량을 7.250 slpm으로 

설정한 후 950℃에서 35분간 공정을 진행하였다. 공정 결과 게이트 

산화막은 기판 위치별로 240Å에서 280Å 정도 성장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HCl 가스를 첨가하면 빠른 속도로 산화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공정에서는 HCl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폴리 

실리콘을 증착하기 위해 LPCVD 장비 SHF-150 (㈜셀트론, 대한민국) 를 

사용하였다. 사전 세정 공정을 진행한 후 SiH4가스 유량을 60 sccm, 챔버의 

온도는 630℃ 및 진공도는 150 mTorr로 설정하여 약 48분간 공정을 

수행하였다. 증착된 폴리 실리콘의 두께는 평균 5,100Å로 관찰되었다. 

폴리 실리콘 증착 후 폴리 실리콘에 불순물을 주입하기 위해 furnace 장비 

JSF-2000-T4(성진세미텍㈜, 대한민국)로 POCl3 도핑 공정을 진행하였다. 

가스 유량은 O2와 POCl3를 각각 100 sccm과 1,400 sccm으로 설정하였으며, 

약 950℃에서 20분간 주 공정을 진행하였다. (사전 drive-in 공정 시간 14분) 

불순물 주입 공정을 진행한 후 기판 표면의 비저항을 측정한 결과 약 14 

Ωcm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불순물 주입 공정을 통해 폴리 실리콘을 n+ 도핑된 폴리 실리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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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후 폴리 실리콘 패터닝을 위해 사진 식각 공정을 먼저 수행하였다. 

사용한 감광제는 AZ 계열 GXR 601로 2000 RPM 으로 스핀 코팅하여 약 

1.5 ㎛ 의 두께로 도포되도록 하였다. 이후 100℃에서 1분 간 soft bake 

공정을 진행한 후 전자부품연구원의 MA-6 aligner 장비를 사용하여 365 ㎚ 

파장의 i-line 계열 자외선으로 20 mW/cm2 의 세기로 1.6초간 노광하였다. 

AZ 300 현상액을 이용하여 20초간 현상을 수행하였다. 폴리 실리콘 

식각은 전자부품연구원의 STS RIE 장비 Multiplex ICP (Surface Technology 

Systems Ltd., Newport NP1 9UJ, United Kingdom)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폴리 실리콘 제거가 완료되면 AZ 700 용액을 이용하여 감광제를 모두 

제거해준다. 산화막 패터닝을 위해 건식 식각 시 마스크 물질로 사용할 

AZ 계열 nLOF 2035 (negative)감광제를 5000 RPM 으로 30초간 도포하였다. 

도포된 감광제의 두께는 약 5 ㎛ 정도로 측정되었다. 이후 100℃에서 약 

1분간 soft bake를 진행한 후 전자부품연구원의 MA-6 aligner 장비를 

사용하여 365 ㎚ 파장의 i-line 계열 자외선으로 20 mW/cm2 의 세기로 

11초간 노광하였다. 100℃에서 약 1분간 PEB(post exposure bake)를 수행한 

후 AZ 300 현상액을 이용하여 35초간 현상을 수행하였다. 감광제 

패터닝이 완료되면 STS RIE 장비를 이용하여 산화막 건식 식각을 

수행하였다. 상기 건식 산화 과정에서 기판 전면에 산화막이 성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컨택 전극 형성될 부분에는 산화막이 제거되어야 한다. 

STS RIE 장비의 가스 O2, C4F8 및 SF6의 유량을 1 sccm, 50 sccm 및 10 sccm 

으로 설정하였으며, 챔버의 진공도는 8 mTorr, 챔버 상하부의 전극에는 

800W 및 130W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설정하였다. 식각은 충분히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약 60초간 수행하였다. (etch rate: 7Å/sec) 

산화막 제거까지 완료되면 컨택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알루미늄(Al)과 

몰리브덴(Mo)은 각각 2000Å 씩 전자부품연구원의 metal sputter 장비를 

이용하여 증착하였다. 알루미늄과 몰리브덴을 증착하기 전에 SPM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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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간의 짧은 BOE 처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컨택 전극 형성 시 

불순물이 컨택 전극과 실리콘 간의 불순물 침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기 전술한 것과 같이 알루미늄은 p 타입 실리콘 기판과의 옴성(ohmic) 

컨택을 위해, 몰리브덴은 알루미늄 표면의 산화 방지를 위해서 증착하였다. 

한편 알루미늄은 1% 실리콘이 첨가된 것을 증착하였다. 상온에서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온도 관련 설정은 진행하지 않았다. 알루미늄과 

몰리브덴을 증착한 후 패터닝을 하기 위해 AZ 계열의 GXR 601 감광제를 

2000 RPM 으로 30초간 도포하였다. Soft bake는 상기 진행했던 공정과 같게 

100℃로 1분간 수행하였으며 전자부품연구원의 contact aligner 장비 

MA6(SUSS MicroTec AG., Garching, Germany)를 사용하여 365 ㎚ 파장의 i-

line 계열 자외선으로 20 mW/cm2 의 세기로 1.6초간 노광하였다. AZ 300 

현상액을 이용하여 20초간 현상을 수행하였다. 기존 공정에서는 hard bake 

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알루미늄 습식 식각 공정 시 마스크 물질이 손상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의 온도에서 약 1분간 추가 bake를 

실시하였다. 감광제 코팅이 완료되면 알루미늄 습식 식각 용액을 이용하여 

약 10분간 습식 식각 공정을 수행하였다. 습식 식각이 완료되면 마스크 

물질로 사용하였던 감광제를 AZ 700 용액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450℃에서 약 30분 간 전자부품연구원의 furnace 장비를 이용하여 질소 

가스(N2) 환경에서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컨택 전극 완료 후 촬영한 SEM 

사진은 그림 2-30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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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컨택 전극 형성 후 SEM 촬영 결과 (상면) 

 
(b) 컨택 전극 형성 후 SEM 촬영 결과 (상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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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컨택 전극 형성 후 SEM 촬영 결과 (측면) 

그림 ２-30 컨택 전극 형성 후의 SEM 촬영 결과 사진 

열처리까지 완료가 되면 컨택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패드와 

배선을 공정하기 위해 Au 전주도금(electroplating) 공정을 진행하였다. 도금 

공정에 앞서 배선 간 절연막을 형성하기 위해 Microchem 社의 SU-8 

2002(negative)를 패터닝하였다. SU-8 2002를 5000 RPM 으로 30초간 

도포하였는데, SU-8은 다른 감광제와는 다르게 

HMDS(hexamethyldisilazane)와 같은 접착 물질 사전 도포 없이 진행하였다. 

다만 SU-8과 기판과의 접착력 증대 목적으로 O2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약 

30초간 진행하였다. SU-8 도포 후 100℃로 가열된 hot plate를 이용하여 

1분간 soft bake를 진행하였다. 이후 전자부품연구원의 MA-6 aligner 장비를 

사용하여 365 ㎚ 파장의 i-line 계열 자외선으로 20 mW/cm2 의 세기로 

6초간 노광하였다. 노광 수행 후 1분간 100℃로 가열된 hot plat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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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를 진행하였다. SU-8 현상액을 이용하여 약 25초간 현상 공정을 

수행하였고 SU-8의 절연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 200℃로 가열된 hot 

plate에서 hard bake를 약 1시간 가량 진행하였다[51]. 한편 현상 시 

증류수로 별도의 세정 공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Hard bake 완료 후 Au 

전주도금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도금 기저막을 전자부품연구원의 

metal sputter를 이용하여 증착하였다. 약 Ti 300 Å과 Au 1000Å를 

증착하였으며 기저막 증착 전 접착력 증대 목적으로 O2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약 30초간 진행하였다. 도금 영역만 노출시키기 위해 Clariant 社의 

AZ 계열 4620 감광제(positive)를 이용하여 5000 RPM으로 30초간 스핀 

코팅을 수행하였다. 도포된 감광제의 두께는 약 5 ㎛로 측정되었다. 이후 

100℃에서 약 5분간 soft bake를 진행한 후 MA-6 aligner 장비를 사용하여 

365 ㎚ 파장의 i-line 계열 자외선으로 20 mW/cm2 의 세기로 16초간 

노광하였다. 노광 공정 후 AZ 400K 1:3 현상액을 이용하여 약 2분 30초간 

현상 공정을 진행하였다. 노출되는 영역 중 가장 작은 선폭이 4 ㎛이므로 

노광 공정 후 현미경으로 확실히 감광제가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후 감광제의 thermal reflow 목적으로 130℃ 로 약 

3분간 hard bake를 수행하였다. 이후 도금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금 용액과 

기판 간의 접착력 증대 목적으로 O2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약 30초간 

진행하였다. 이후 약 1㎛의 Au 도금을 진행하였다. 전자부품연구원의 도금 

조를 이용하여 도금을 수행하였으며, EEJA 社의 Au 도금 용액을 

사용하였다. 도금을 수행한 후 사용한 AZ 4620 감광제를 AZ 700 용액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상기 전술한 도금 공정을 총 3회 반복 수행하여 

게이트, 소스 및 드레인 배선과 패드를 형성하였다. 도금 과정에서 촬영한 

SEM 사진과 기판 전면 사진을 하단의 그림 2-31 및 2-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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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차 배선 공정 후 촬영한 SEM 사진  (상면) 

 
(b) 2차 배선 공정 후 촬영한 SEM 사진 (상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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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차 배선 공정 후 촬영한 SEM 사진 (단면) 

 
(d) 2차 배선 공정 후 촬영한 SEM 사진 (단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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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층 배선 공정을 통해 도금된 Au (단면) 

그림 ２-31 다층 배선 공정 관련 SEM 사진 

 
 

 

 

 

 
 

(a) 1차 배선 공정   (b) 2차 배선 공정    (c) 3차 전 기저막 증착  

그림 ２-32 배선 공정 과정 중 촬영한 기판 

 

도금을 통한 배선과 패드 형성이 완료된 후 지지 기판을 부착하기 

위해 O2 플라즈마 표면 처리 후 AI technology 社의 BGL-7160 본딩 왁스를 

1000 RPM 으로 30초간 도포하였다. 100℃에서 1분간 soft bake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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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연구원의 thermal embossing 장비를 이용하여 160℃에서 30분간 

접합 공정을 수행하였다. 지지 기판 접합이 완료된 후 ㈜프리엠택에서 본 

기판을 30 ㎛ 의 두께로 CMP를 수행하였다. CMP가 완료 후 본 기판의 

실리콘 블록을 패터닝하기 위해 AZ 4620 감광제를 5000 RPM 으로 30초간 

스핀 코팅하였다. 이후 100℃에서 약 5분간 soft bake를 진행한 후 MA-6 

aligner 장비를 사용하여 365 ㎚ 파장의 i-line 계열 자외선으로 20 mW/cm2 

의 세기로 16초간 노광하였다. 노광 공정 후 AZ 400K 1:3 현상액을 

이용하여 약 3분간 현상 공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전자부품연구원의 STS 

RIE 장비 Multiplex ICP (Surface Technology Systems Ltd., Newport NP1 9UJ, 

United Kingdom)를 이용하여 DRIE 를 수행하였다. Etch 공정 시에는 O2, 

C4F8, SF6 를 13, 0, 130 sccm을, passivation 공정 시에는 0.9, 25, 0 sccm을 

흘려주었다. 챔버 내의 진공도는 23 mTorr로 설정하였으며 기판 대부분의 

실리콘을 제거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최초 10분 수행 후 5분 간격으로 

DRIE 를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기판 위치별로 소자가 드러나는 시간이 

상이하여 오랜 시간 DRIE 공정으로 인해 노출된 소자가 DRIE 환경에서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공정을 수행하면서 중간 중간 

측정을 진행하였다. DRIE 공정 수행 과정 중 촬영한 기판 사진은 그림 2-

33에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2-34에는 DRIE 완료 후 촬영한 소자의 SEM 

사진이다. 실리콘 블록이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그림 2-35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DRIE 환경에 오래 노출된다 하더라도 

소자의 성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78 

 

 
 
 
 
 

(a) DRIE 10분       (b) DRIE 15분          (c) DRIE 20분 
 

그림 ２-33 DRIE 공정 과정 중 촬영한 기판 사진 

 
 
 
 

 그림 ２-34 DRIE 후 촬영한 SEM 사진: 실리콘 블록 형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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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35 DRIE 수행에 따른 소자의 특성 (Vds: -2V) 

유연한 기판에 전사에 따른 소자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DRIE가 완료된 기판에 PDMS를 도포 후 지지기판을 분리해 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2-36에 나타내었다. 그림 2-37의 그래프는 

유연한 기판에 전사하기 전, 전사한 후 그리고 200회의 반복 굽힘 

테스트를 통해 관찰한 소자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유연한 기판에 전사 

및 반복 굽힘을 진행하더라도 소자의 특성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상세한 측정 결과는 하단의 표 8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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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DMS 도포 후 지지 기판 분리 결과 

 

 
(b) 유연하게 구부려지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그림 ２-36 PDMS 기판에 전사된 나노와이어 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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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유연한 기판 상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측정 결과 정리 

N=10 Transfer 전 Transfer 후 굽힘 이후 

동작 전류 69.06 ㎂ ± 3.75 ㎂ 
67.11 ㎂ ± 6.71 ㎂ 

(-2.82%)* 
66.37 ㎂ ± 8.19 ㎂ 

(-3.89%) 

누설 전류 39.5 ㎁ ± 2.33 ㎁ 
29.3 ㎁ ± 7.12 ㎁ 

(-25.82%) 
32.3 ㎁± 6.31 ㎁ 

(-18.22%) 

문턱 전압 0.31 V ± 0.02 V 
0.32 ± 0.04 V 

(-3.22%) 
0.32 ± 0.07 V 

(-3.21%) 

점멸비 
(worst case)   1.56 × 10

3
  1.66 × 10

3
  1.71 ×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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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절 실리콘 나노와이어 FET 평가 결과 
 

제6절에서는 제5절 과정을 통해 제작한 나노와이어 FET의 특성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제1항에서는 제2절에서 제시한 

드레인 전류 모델과 제5절에서 제작한 나노와이어 FET의 실제 전류 전달 

곡선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서술하였다. 제2항에서는 나노와이어의 

길이, 개수 및 전압 조건에 따른 드레인 전류 측정 결과 전반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나노와이어 FET의 측정은 프로브 스테이션과 Keithely 社 

반도체 성질 측정 장비 (Keithley 4200, Keithley Instrument Inc., Santa Clara, 

OH, USA)를 이용하여 하단의 그림 2-38과 설정 후 진행하였다.     

 

 
그림 ２-37 반도체 성질 측정장비를 이용한 나노와이어 FET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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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항 드레인 전류 모델과 실제 전류 전달 곡선 비교 
 

제1항에서는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제2절의 드레인 전류 모델과 

나노와이어 FET의 실제 전류 전달 특성 간의 비교 결과를 서술하였다. 

제2절의 드레인 전류 모델은 나노와이어 한 가닥에 대한 모델이므로 한 

가닥에 대하여 비교를 진행하였다. 하단의 그림 2-39에 나노와이어가 한 

가닥인 FET의 측정 결과와 제2절의 모델에서 획득한 그래프를 도시하였다. 

실선은 모델을 통해 획득한 값이고 도형은 실측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이다. 드레인-소스 간의 전위차를 증가시켜가면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3 -2 -1 0 1

0.0

500.0n

1.0μ

1.5μ

2.0μ
 Vds=-0.1V
 Vds=-0.5V
 Vds=-1.0V
 Vds=-2.0V
 Vds=-3.0V

Symbol: Measured
Lines: Model

Vgs (V)

Dr
ai

n 
cu

rr
en

t (
A)

 
그림 ２-38 나노와이어 FET 의 Ids-Vgs 전달 곡선 (Wnw, Hnw : 300 ㎚ 

타겟으로 제작, Lnw: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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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시한 모델과 실측 데이터의 

경향이 유사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다만 나노와이어 FET가 turn-on 되는 

시점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나 드레인 전류의 

수준의 양이 대부분의 바이어스 전압 조건에서 유사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단의 그림 2-40에는 게이트-소스 간의 전위차를 증가시켜가며 

측정한 드레인 전압-드레인 전류 전달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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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39 나노와이어 FET 의 Ids-Vds 전달 곡선 (Wnw, Hnw : 300 ㎚ 

타겟으로 제작, Lnw: 20 ㎛) 

상단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시한 모델과 실측 데이터의 

경향이 유사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게이트-소스 전위차 증가에 따라 

드레인 전류의 양이 증가하였으며, 드레인-소스 전위차 증가에 따라 

전류의 양이 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노와이어의 길이가 20 um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속도 포화에 의한 포화 전류의 변화가 관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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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상단의 그림 2-39 및 2-40을 통해 관찰할 수 있듯이 제2절에서 

제시한 나노와이어 FET 드레인 전류 모델이 실제 나노와이어의 동작을 잘 

예측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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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나노와이어 FET 특성 평가 
 

제2항에서는 나노와이어 FET의 길이, 개수에 따른 특성 평가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나노와이어의 길이에 따른 FET의 특성을 아래 그림 2-

41에 정리하였다. 나노와이어의 길이는 5 ㎛, 10 ㎛, 20 ㎛ 및 40 ㎛ 로 

변화를 주었으며, FET를 구성하는 나노와이어의 개수는 모두 20개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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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40 나노와이어 길이에 따른 드레인 전류 변화 

상단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나노와이어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드레인 전류의 값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드레인-소스에 형성한 전극과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옴성(ohmic) 

컨택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길이 변화에 따라 전류의 변화 

양상이 고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하게 길이에 비례해서 감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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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는 FET 하나를 구성하는 나노와이어의 굵기 

및 높이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단의 그림 2-42에는 

나노와이어의 개수 변화에 따른 드레인 전류의 변화 양상을 도시하였다. 

나노와이어의 길이는 모두 20 ㎛로 같으며, FET를 구성하는 나노와이어의 

개수를 5개, 10개, 15개 및 20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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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41 나노와이어 개수에 따른 드레인 전류 변화 

 

상단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나노와이어의 개수가 따라 

드레인 전류의 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상기 

전술한 것과 같이 나노와이어의 개수에 따라 정확하게 증가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개수에 따른 선형성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단의 

그림 2-43에는 나노와이어 FET 고전압 특성을 도시하였다. 나노와이어의 

길이는 20 ㎛, FET를 구성하는 나노와이어의 개수는 2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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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42 나노와이어 FET의 고전압 특성 

상단의 그래프에는 좌측에 드레인 전류를 우측에 누설 전류 축을 

함께 도시하였다. 잡음과 같은 형태의 출력은 누설 전류로 누설 전류의 

수준이 수십 ㎀ 수준으로 측정되어 드레인 전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최대 20V의 전위차가 게이트-소스 간에 인가 되었을 

때에는 약 500 ㎂ 까지 전류가 흐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점멸비는 약 5×103 정도로 계산되었다. 드레인 전류와 누설 전류의 

수준으로 볼 때 고전압에도 안정성 있는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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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나노와이어 굵기, 길이, 높이 및 불순물 주입 농도를 

변인으로 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의 전류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하여 3차원 TCAD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모델을 통해 획득한 

나노와이어 FET의 드레인 전류 전달 경향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획득한 

전류 전달 경향과 일치하였다. 또한 MEMS공정용 사진 식각 공정 장비와 

(100) 방향 p-type 단결정 벌크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하여 나노와이어 

FET를 제작하였으며, 반도체 성질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획득한 FET의 

전류 전달 경향 또한 모델을 통해 획득한 전류 전달 경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저가의 사진 식각 공정 장비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나노와이어의 선폭의 균등성이 떨어져 모델과 실제 

데이터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옴성(ohmic) 컨택 확보를 통해 

나노와이어 길이 및 개수에 따른 선형성은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누설 

전류가 드레인 전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공정 조건 또한 

상당 부분 성립하였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나노와이어 FET는 상기 전술한 것과 같이 정밀한 e-beam 

공정 장비와 고가의 SIMOX(Separation by Implantation of Oxygen) 기판 없이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유연한 기판을 포함하여 어떠한 

기판에도 전사가 가능하며 고전압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서술한 드레인 전류 모델 제시 과정은 다양한 구조의 나노와이어 FET 

모델 확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흥미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뿐만 아니라 향후 중요성이 

확대될 플렉서블 전자회로 구현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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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urrent Model of Silicon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 

Using Top-Down MEMS Processes 

and Its Evaluation 

 

Kilhwa Pi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a current model of silicon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 (SiNW FET) fabricated by top-down MEMS processes 

and its evaluation results are presented. In order to resolve the 

scaling issues, semiconductor devices have been researched and 

developed from two-dimensional planar structure to three-

dimensional structure. And several researches show that SiNW 

FETs are ultimate devices of three-dimensional semiconductor 

devices. Compared to previous SiNW FETs, the  SiNW FET 

proposed by our group has powerful merits that the SiNW FET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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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fabricated easily without sophisticated photolithography 

equipment and high cost SIMOX(Separation by IMplantation of 

OXygen) wafer. For providing quantitative current model of the 

SiNW FETs, principle of SiNW drain current conduction mechanism 

is analyzed. To evaluate validity of the current model, simulations 

are performed using a three-dimensional TCAD tool and the SiNW 

FET fabricated using a conventional p-type (100) single crystalline 

bulk silicon wafer. It is expected that the demonstrated current 

model of the SiNW FET and the fabrication processes are applicable 

in the large area of nanowire transistors. Also these results can 

lead to exciting applications for flexible electronics.  

 

Keywords : junctionless silicon nanowire transistor, MEMS, drain 

current conduction mechanism, three-dimensional TCAD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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