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고도로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변환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새로운 반도체 소자

의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10년 전의 단순한 운영체

계에서 조차도 답답한 속도로 작동했던 컴퓨터를 떠올리

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훨씬 복잡하고, 화려한 그래픽

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 무수히 넣어져 있는 

경우에도, 이제는 만족할 만한 성능을 선보이고 있다.  이

러한 성능향상은 CPU의 발전과 함께 메모리 성능 및 용

량이 증가와 맞물리면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Si 이후의 새

로운 반도체 소재 및 소자개발을 통한 차세대 반도체 개발

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반도체 소자의 발전 방향은 

소재 및 소자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반도체 소자는 300 mm Si 기판을 이용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향후 450 mm 대구경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기판의 대구경화는 반도체 

생산 라인의 설비비용을 크게 증가 시켰으며, 이로 인한 

양산성의 증가는 Si이후의 새로운 반도체 소재의 개발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인 개발로 이끄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저가 공정의 개발과 함께 고성능을 요구하는 개발 

trend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비비용의 

증가 및 기존 반도체 소자들의 발전은 새로운 차세대 소자

가 개발 되었을 경우 공정 및 성능에서 기존 소자의 장점

들을 모두 넘어설 뿐만 아니라 단점들을 극복하는 경우에

도 새로운 소자로써 양산단계로 넘어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IT 산업에서 스마트폰과 같

은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이

러한 신소자 및 소재의 개발을 자극하고 새로운 영역의 신

소자들의 개발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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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issues for the next generation of 
nano devices 

Mann-Ho Cho

Advanced process and integration for future semiconductor 

devices is approaching the physical limit. The new materials with 

low dimensional structure have recently attracted great attention 

due to its expandability for the future electronic devices. In order 

to	apply	the	materials	to	future	semiconductor	devices,	the	control	

of	carrier	scattering	 is	critical	 issue.	 	That	 is,	the	carrier	scattering	

with physical quantity in low dimensional structure significantly 

modulates	 the	device	characteristics.	 	We	 introduce	 the	 role	of	

defect in several future semiconductor materials and devices.  The 

analysis of defect in the structure becomes the most important 

techniques.	 In	particular,	surface	defect	 in	nano	structures	totally	

controls the device characteristics. The changes imply that the 

metrology field is leading the future industry for semi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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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원 나노 소자 및 물질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or)는 현재 

상용화된 메모리 등 전자부품에 필수적인 소자이며, 향후

에도 FET 소자를 기반으로 IT기기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

으로 예측되도 있다. 이러한 FET는 고성능화, 고집적화를 

위해 채널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러나, 나노미터 스케일의 소자에서 short channel effect

와 같은 채널제어 능력의 한계가 발견되어 향후 10년 이

내에는 트랜지스터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스케

일링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소자 구조나 물질에 대한 기

반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system 반도체

(Logic 소자)는 채널길이가 20 nm 이하인 소자 구현을 위

해 2014년 초 평면형 트랜지스터를 차세대 입체형 트랜지

스터 FinFET(Fin field effect transistor)으로 전면 전환

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FinFET 소자는 구조적 특징으

로 인해 트랜지스터 구동 시 필요한 구동 전류를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고 또한 구동 시 발생되는 누설 전류를 완

전히 차단할 수 있어 소자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비슷한 구조의 선행적 연구

는 gate-all-around(GAA) 나노선 트랜지스터로써 1990

년 Colinge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J.-P. Colinge et 

al., IEDM Tech. Dig., 595 (1990))  이러한 구조의 연

구는 이후, 반도체를 게이트로 감싼 형태의 나노선소자

(nanowire FET)를 통해 선행적으로 검증되어 왔으며, 

더 많은 면적의 실리콘 반도체를 게이트로 둘러쌈으로써 

게이트에 의한 전기장을 소스-드레인 전기장에 비해 상

대적으로 증가시켜 게이트 전압으로 채널 전자층의 on/

off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Havard 대학의 Charles M. Lieber 그룹에서는 전자빔 

리소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나노선 FET를 제작하여 나

노선이 나노미터 크기의 전계 트랜지스터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식각과 같은 top-down 방

법 없이 미세 유체를 활용한 bottom-up 방식의 병렬 조

립법을 이용하여 두 개의 나노선을 교차시킨 후 산화층을 

형성함으로서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였다. 또한, Nanosys 

Inc.라는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Intel 과의 제휴를 통해 

나노선을 이용한 초고집적 트랜지스터 개발을 위한 공

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Ge/Si의 헤테로 구조와 

core/shell 구조의 나노와이어를 제작하여 quantum-

confined, high mobility electron carrier를 이용할 수 

있는 high-speed, low-power 소자 특성을 확인하였으

며, 재현성있는 전계 트랜지스터의 제작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현재는 소재를 Ⅲ-Ⅴ 반도체 물질까지 확대하여 적

용시키고 있으며, 나노구조체를 활용한 전자소자의 발전 

가능성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3]. 

UC Berkeley 대학의 Peidong Yang 그룹에서는 실리

콘 나노선을 이용하여 나노튜브 구조를 제작하였고, 나노

튜브 표면의 전하를 제어함으로써 p형 또는 n형 전계효과

를 나타내는 트랜지스터 동작이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또

한, 이들은 수직 성장시킨 실리콘 나노와이어 구조를 그

대로 이용하여 Vertically Integrated NW FET를 제작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나노선을 이용한 집적 회로

의 양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실리콘 나노선에서

의 strain engineering을 연구함으로서 나노와이어의 변

형에 따른 mobility 변화를 확인하였고, 고성능 나노와이

[Fig. 1]	 	Field	Effect	Transistor	for	high-speed	and	low-power	using	

core/shell	Ge/Si	nanowi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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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ained	Si	nanowire	FE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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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트랜지스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자에의 응용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4].

 차세대 나노 소자에 대한 정량 평가 기술은 현재 전

기적 특성 부분에 국한되어 특성 변화에 대한 원인 분석

이 부족한 상황이며, 관련 metrology의 개발이 아직 진

행 중에 있다. 반도체 나노구조 metrology와 관련되어 가

장 활발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미국

의 NIST이다. NIST는 MML, PML 등의 측정전문 lab

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의 측정기술의 공통적인 특징

은 미세 구조 (sub atomic range) 및 결함에 대한 물리

적 화학적 측정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

다. 특히, High mobility 물질에서의 광학적, 전기적 분

석을 통해 새로운 물질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

하고 있으며, nano 물질에서의 광학적 특성을 포함한 미

세구조 측정 등에 대한 측정과학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defect에 대한 정량적 측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pump-probe 측정을 이

용하여 THz신호를 시간축 선상에서 측정함으로써 펨토 

초의 움직임을 갖는 초고속 광 여기된 캐리어의 동역학

을 분석하여 band structure 내의 defect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Cornell 대학의 Jared 

H. Strait 교수팀에서 optical-pump terahertz-probe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펨토초 레이저에 의해 여기된 

광전자의 relaxation dynamics를 설명하고, 온도에 따라 

Graphene에서의 광전자의 relaxation time에 대한 차이

를 측정하여 발표하였다[5]. 

멕시코의 Los Alamos National Lab. 연구팀은 

ultrafast optical microscopy 측정방법을 확립하여 나노

구조체에서의 전하 동역학을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Si 나노선의 표면 변조, 즉 고온

에서 형성된 산화막의 형성 유무에 따라 펨토초 레이저가 

입사하였을 때, Si core에서 전하의 확산을 비교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시간축에 따른 전하의 움직임

을 이미징화하여 표면 변조에 따른 나노구조체의 전하 시

상수가 변하는 것을 밝혀내, Nano Lett., APL등에 발표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는 나노 구조에서 새로

운 metrology로써의 응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

히 반도체 나노 구조에서의 새로운 물리적 분석 방법으로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6].  

2. 2차원 나노 물질 

그래핀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소자는 최근 뛰어난 전기

적,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실

리콘을 금속산화물 반도체 기반의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류의 on/off 비가 104 ~ 107에 이

르는 값을 가져야만 하며, 밴드갭도 최소한 400 meV 

[Fig. 3]	 	Measurement	 for	carrier	 life	 time	 in	Graphene	using	

THz pump probe[5].

[Fig. 4]  Si Schematic diagram for ultrafast optical microscopy and 

Si	NW	(left	side),	Life	time	of	carrier	in	Si	NW	(a)	and	(b)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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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자들은 그래핀 이외의 이차원 물질에 주목하기 시작하

였다. 여러 이차원 물질 중 전이금속 칼코겐화합물에 대

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이금속 칼코겐 화

합물을 이용한 본격적인 연구는 2011년 로잔연방공과

대학의 A.Kis 교수팀의 단층 MoS2를 이용한 고이동도 

TFT 특성을 보고한 이후로 진행되고 있다[7]. 최근 들

어서는 MoS2, WS2 및 WSe2와 같은 MoS2 이외 2D 층

상 구조 물질을 이용한 TFT 특성 연구 및 MoS2의 물성 

분석를 위한 계산 연구와 화학센서등 관련 연구가 보고

되고 있으며, 유연성을 가지는 플렉시블 기반의 소자 연

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8-9]. 특히,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의 Giovanni A. Salvatore 

연구진은 다층의 MoS2 기반 transistor를 제작한 후, 

플렉시블 기판에 옮기는 제작 기술을 보고하였다. 제작

된 플렉시블 transistor는 ~105 이상의 높은 on-off 

ratio 특성과 bending cycles 시행이후 안정적인 소자 

특성을 보인다[10]. 

MoS2 기반 device의 design에 있어 물질의 thermal 

conductivity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

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나, 기존의 3-Omega 방법은 작

은 면적을 가지는 MoS2 flake의 측정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최근 University of Notre Dame의 Huili Grace 

Xing 연구팀은 Raman laser의 power 변화 및 온도 변

화에 따른 phonon scattering 변화를 이용하여 단층 

MoS2 flake의 thermal conductivity 측정법을 보고 하였

다. 이는 thermal conductivity 값뿐 만 아니라 phonon 

transpor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device design

에 있어 중요한 연구가 된다[11].

Raman을 이용한 측정 이외에 THz absorption과 

spectroscopic ellipsometry를 이용한 carrier dynamics

와 electronic Structures를 분석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그 중 THz를 이용한 carrier dynamics 분석은 물

질의 defect 분석에 효과적이며, 최근 여러 물질에 대

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simulation

을 동반한 분석을 함으로써 물질의 정확한 free electron, 

defect등에 의한 carrier dynamics 정보를 확인 가능하

다[12].

3. New Memory

3-1	ReRAM	

International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 

(ISSCC) 2014에 발표되었던 내용에 따르면 Sony/

Micron 은 CuTe 물질을 이용한 CBRAM 개념의 16Gbit 

ReRAM chip 을 개발하였고, 1T1R 구조, 6F2, 그리고 

27nm 기술 적용, single level switching, reset current 

< 100 uA, forming process 필요함으로 소자 특성을 요

약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현재까지의 연구논문들에서 제

시되는 소자 성능에 크게 못 미치는데, 그 이유는 메모

리 소자로서 요구되는 endurance 값을 만족시키는 과정

에서 전체적인 성능저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

제를 Sony/Micron은 항상 최적의 조건에서 쓰기, 읽기

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류 정정의 강도 및 메모리를 쓰기 

전, 추가 변조 방법 등을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을 개

발했고, 쓰기 어려운 메모리 셀을 건너뛰고 사용하지 않

도록 제어해 쓰기 성능을 기존 ReRAM 테스트 버전에 비

해 33 배 향상시켰다. 한편, 현재 ReRAM 개발의 선두주

자로 볼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크로스바(Crossbar Inc)

사는 비결정질 실리콘을 사용해서 테라바이트 단일 칩의 

ReRAM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부분의 기술에 대해 30

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크로스바에 따르면 이 재질

을 사용해서 만든 필라멘트는 NAND와는 달리 집적도를 

5 nm까지도 낮출 수 있으며 생산단가를 NAND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크로스바사는 내년까지 테라바

이트의 단일 칩을 대량생산 준비 중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

다. 이러한 최근 ReRAM 산업 동향으로부터 알 수 있듯

이 endurance와 같은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로 남아 있고, 다양한 동작원리의 ReRAM이 연구되고 있

[Fig. 5]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flexible transistors using 

MoS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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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PMC (Programmable Metallization Cell) 소자

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동향은 ReRAM 

소자 제작의 재현성이 떨어지는 점에 기인하는데, 이

를 반영하듯이 최근 연구 결과들도 여전히 개별적인 시

스템에서의 동작원리 규명, 소자특성 향상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PMC 관련 연구는 metal electrode 

가 conducting bridge를 형성하므로 비교적 관측이 쉬

워 ReRAM 연구 초기에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현

재는 oxide 시스템에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Oxide 시스템에서는 oxygen ion 또는 vacancy의 

역할 규명을 비롯하여, oxide-layered system, metal 

dispersed oxide system 등 다양한 구조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Oxide system 에서는 다양한 oxidation 

state 에 기인하는 복잡한 스위칭 특성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functionality (multilevel switching, 

neuromorphic device)측면과 함께 산화물이 갖는 열

적 안정성(retention) 때문에 다른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

리와 비교하였을 때 고무적이지만 다양한 동작원리가 혼

재되어 있어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Valence 

change, Ion migration (oxygen ion or vacancy), 그리

고 electronic charge trap/detrap 과 같은 다양한 effect 

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각각의 동작원리의 규명 및 

제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상의 소자특성들이 

주로 oxide system에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확

보를 통해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

을 것이다.

과거의 연구는 주로 conduction path 자체의 조성 및 

물성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전자현미경을 활용한 분석

이 큰 이슈가 되었으나 endurance와 같은 소자 동작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oxide 내에 conduction 

path 형성 과정 및 변화 양상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따라서, 다양한 I-V 양상으로부터 스위칭 과정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논문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국내에

서는 binary oxide (TiOx, NiOx, TaOx, HfOx 등)를 중

심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multi-layered 구

조에서의 연구로 확장되어 왔다.  Oxide based ReRAM 

소자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점들을 극대화 시키

기 위해서는 결국 oxygen ion (or vacancy) 로 대표되

는 defect 분석이 중요하게 된다. Electrical analysis, 

Microscopy, Spectroscopy, Optics, 제일원리계산 등 다

양한 분석법들이 시도되었으며 현재까지 static 상태에서

의 defect 분석들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이 주를 이루며 

이루어지고 있다.

3-2	PRAM	

상변화 메모리의 기술 발전 방향은 상변화 물질의 측면

에 있어서 물질의 비정질화 즉, melting process (reset) 

에 대한 energy consumption 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비

정질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문제

에 대한 접근은 현재 melting process 를 동반하지 않

는 비정질화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GeTe/Sb2Te3 와 같은 superlattice를 활용하는 것과[15-

16] distortion 에 의해 유도되는 비정질화 (distortion-

induced amorphization) 와 같은 상전이 메커니즘에 대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17]. 이와 더불어 scaling limit 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저장공간에서의 multi bit 을 구현하

기 위한 시도가 상변화 물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GST 기반 물질계에 이종원소의 도핑을 이용하여 저

항 마진을 확보하는 방법과 유사 물질계의 다층박막이나 

이종접합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GeTe-

Sb2Te3 alloy 의 대안으로 GeTe/Sb2Te3/GeTe.. 와 같

은 superlattice phase change materials 로의 물질개발

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 ns 의 set speed (crystallization 

speed) 및 기존 alloy 형태에 비해 1 order 이상의 reset 

energy 감소와 같은 향상된 스위칭 특성을 확보된 결

과가 보고되고 있다[18].  Superlattice 구조에서의 스

위칭은 GeTe 와 Sb2Te3 계면에서의 Ge atom 의 local 

[Fig. 6]	 	Characteristics	of	ReRAM	in	Pt:SiO2	system:	Device	characteristics	

such	as	endurance,	switching	speed,	and	retention	are	dependent	

on	device	structure,	which	indicating	the	switching	characteristics	

could be changed by device structure spee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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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기

존의 conventional melting process 를 동반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전이에 의한 저항변화 메커니즘과

는 다른 메커니즘을 (즉, Ge 의 local symmetry 변화에 

의한 광학적/전기적 특성의 변화)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Ge 을 Sn 이나 Si 으로 치환한 형태인 SnTe/ Sb2Te3 및 

SiTe/ Sb2Te3 와 같이 다양한 물질을 활용한 superlattice 

구조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9].

Melting process 가 아닌 thermal 혹은 electronic 

excitation 에 의해 유도되는 특정 원소의 local 

coordination 의 변화는 실험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측면

이 있어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ab initio 

calculation 및 편광을 이용한 분광학적 방법을 통해 특정 

atom 의 bonding polarizability 와 local symmetry 와 

같은 특성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저항상태의 구현에 있어 diffusion barrier 를 이용한 

두 물질의 접합과 각 물질의 저항상태의 조합을 이용하여 

다중저항레벨을 구현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다층구조의 박막의 경우 barrier layer 의 thermal 

conductivity 및 electrical conductivity 와 같은 특

성들은 heat transfer 와 charge transport 메커니즘

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multi-level switching 동작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다

중레벨의 형성은 박막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는 별개로 metastable phase 의 형성 즉, 새로운 물리

적인 상태의 구현과 같은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GeTe-based 상변화 물질계가 가지고 있는 intrinsic 

disordering 의 제어에 따른 mobility edge 의 control, 

즉 semiconductor 와 metal 사이에서의 conductivity 

의 변화를 disordering 을 제어함에 의해서 구현하기 위

한 시도들이 제시되고 있다. 

맺음말

최근의 반도체 소자/소재의 발전은 신물질에 의한 이상

적인 소자 구현이라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새로

운 IT 산업의 혁신과 맞물려 필요한 기능들의 장점들을 향

상시킴으로써 맞춤형 신 소자 개발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좀 더 냉정한 검증을 통

한 새로운 영역의 소자/소재 영역을 창출하고 이를 통한 

IT 산업의 혁신을 다시 만들어 내는 순환적 구조를 만들

어 내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물질계를 이용한 화합물 만도체의 

MOSFET 소자의 적용이나, 산화물을 통한 memory소자

의 개발은 궁극적으로 물질내의 결함에 대한 조절이 소자 

성공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함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metrology의 발전이 함께 이

루어져야 하며, 이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비 및 공

정상의 발전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1차원 혹은 2차원 나노 구조에서의 소자 구현은 여

전히 새로운 물리적 현상에 대한연구에 머물러 있는 단계

이며, 이를 이용한 소자 구현을 위해서는 나노 구조의 안

[Fig.7]  Difference in switching mechanism between Alloy and 

superlattice[20].

[Fig. 8]	 	The	structure	of	PRAM	using	SiN	barrier	layer	between	GST	and	

NGST.	

[Fig. 9]	 	Under	the	switching	condition	for	each	layer,	3-resistance	level	

could be accomplshe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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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형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Random한 나노

구조 형성의 한계는 가장 활발한 응용연구 영역을 sensor

부분으로 한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좀 더 정밀한 형태의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소자로써 응용되기 위해서는 나

노 구조의 표면에서의 chemical state에 대한 이해가 필

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나노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며, 표면 상태를 소자 단위에서 평가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선행적인 단계에서의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  

반도체 소자의 발전은 기존 물질의 한계점에 봉착해 있

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반도체 소자 구조의 변

형, 신 소재의 도입, 그리고 새로운 소재도입에 따른 신 

공정의 개발이 전반적으로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는 이미 10 nm 이하 소자에 대한 개발 

단계에 들어 섰으며, 이에 따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신 소자에 대한 제안

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혁기의 진입

은 기존 반도체 소자의 대표적인 기업들에게는 매우 큰 도

전이자 위협이 될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defect

에 대한 정밀한 측정 분석, 그리고 저차원 구조에서의 표

면 화학상태에 대한 정확한 측정/분석의 증가는 향후 새

로운 분석 장비의 개발을 이끌 것이며, 이러한 발전 방향

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metrology 부분의 장비개발이 시

장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술 개발

의 발전 방향에 우리 산업 구조나 소자 및 공정중심의 연

구개발과 매우 상충하는 환경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업 및 연구개발 부분의 큰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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