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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high performance and wide application, a CNTFET has been attracting a lot of attention as a next- 

eneration semiconductor, but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CNTFET has not been mature enough, which makes 

commercialization difficult. In order to overcome the imperfections of the CNTFET manufacturing process an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CNTFET SRAM performance variation 

according to the CNTFET partial density change based on the recently reported CNTFET manufacturing process. 

Through HSPICE circuit simulation analysis using the existing 32nm CNTFET HSPICE library file, transistors whose 

performance variation is less sensitive to partial CNT density are selected among the six transistors constituting 

the SRAM cell and acceptable CNT density range is proposed. As the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when the

CNT density of the two transistors connected to the bit line in SRAM cell changed from 6/32nm to 8/32nm, the 

deviation of SRAM performance is less than 9% and when the CNT density is less than 5/32nm, the SRAM delay 

is increased by more than 8 time.

요  약

높은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으로 CNTFET은 차세대 반도체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으나 생산 공정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CNTFET 공정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

표된 CNTFET 공정 내용을 참고하여 CNTFET 부분 밀도 변화에 따른 CNTFET SRAM 성능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현존하

는 32nm CNTFET HSPICE용 라이브로리 파일을 활용한 HSPICE 회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SRAM 셀을 구성하는 6개의 트랜

지스터 중, CNT 밀도 변화에 대해 성능 변화가 덜 민감한 트랜지스터를 선택하고, 허용되는 CNT 밀도 범위를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SRAM 내 비트라인에 연결된 2개의 트랜지스터의 CNT 밀도가 6/32nm에서 8/32nm로 변경되더라도 SRAM 성능 편차는

9%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CNT 밀도가 5/32nm 미만인 경우 SRAM 지연이 약 8배 이상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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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directionally misaligned CNTs 

(b) directionally aligned CNTs [7].

그림 2. (a) 방향성 있게 정렬되지 못한 CNT 무리 

(b) 발향성 있게 정렬된 CNT 무리 [7]

Ⅰ. 서론

무어의 법칙에 따라 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소자 스케일링의 한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 소

자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도체 소자의 크기를 지

속적으로 줄일 경우 단채널 효과 또는 게이트 산화물 터

널링 등으로 인해 기존 반도체 소자의 성능이 현저히 감

소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NT(Carbon NanoTube)

가 가지고 있는 높은 캐리어 이동도, 열전도성, 우수한 

유연성과 안정성, 그리고 우수한 정전기 게이트 제어 능

력은 가까운 미래에 차세대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CNT를 반도체 

소자에 활용할 경우, 5nm 기술 노드(technology node)

를 넘어서는 높은 성능과 함께 생체전자, 웨어러블 기기, 

전자 피부, 시넵스, 인공 근육용 뇌-기계 인터페이스, 그

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지 센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앞으로 다가 올 4차 혁명 시대의 IoT 분

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

Fig. 1. (a) CNFET 

(b) CNTFET fabricated on the wafer [7].

그림 1. (a) CNTFET (b) 웨이퍼 위에 만들어진 CNTFET [7]

Ⅱ. 본론

1. CNTFET

CNT를 활용한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인CNTFET 

(Carbon NanoTube Field Effect Transistor)은 그림 

1의 (a)와 같이 반도체 소자의 소스(source)와 드레인

(drain) 사이에 CNT를 배치시킨 구조로 되어 있다. 

CNT는 전자의 ballastic 혹은 near-ballastic 이동이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존 반도체 소자보다 적은 

면적에 높은 전류를 흐릴 수 있어 기존 실리콘 기반 반

도체 소자 성능을 CV/I 측면에서 약 13배의 성능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CNTFET 안에 CNT를 

배치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림 1의 (b)와 같이 

웨이퍼 전체에 CNT를 배치시킨 후에 특정 영역에 대한 

식각과 증착 과정을 통해 그림 1의 (a)와 같은 반도체 소

자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상적으로 CNT가 

웨이퍼 전체에 일정한 방향과 밀도로 배치되면 좋겠지

만, 일반적으로 CNTFET 공정을 거치면 그림 2의 (a)와 

같이 CNT를 일정한 방향으로 배치하기 어렵다. 최근 공

정의 발전으로 CNT 방향성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여, 그림 2의 (b)와 같이 CNT의 방향성이 전

체적으로 일정하게 배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방

향성이 개선된 이후에도 CNT 밀도(일정한 면적 안에 배

치되는 CNT 수나 CNT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그림 1의 (a)와 같이 정확하고 일정한 밀도

로 CNT를 CNTFET 안에 배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7]-[10].

2. CNTFET SRAM

앞서 언급한 CNTFET의 높은 성능과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CNTFET 공정의 한계로 인해 아직 회로 복잡

도가 높은 CNTFET 칩 구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최근 CNTFET을 활용한 SRAM 디자인에 

점점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SRAM은 

다른 회로에 비해 트랜지스터의 수가 적고 SRAM 셀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안에서 캐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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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RAM Cell.

그림 3. SRAM 셀

모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CNTFET 공정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캐시는 빠른 

프로세싱 유닛과 상대적으로 느린 외부 메모리를 연결하

는 회로 블록으로서 높은 캐시 히트 레이트(cache hit 

rate)를 확보하기 위해 그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이지만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 소자로 캐시를 구성할 

경우 캐시의 속도와 에너지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기에 

점점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 보다 좁은 면적에 높은 “ON” 전류와 

낮은 "OFF" 누설 전류를 가진 CNTFET은 미래의 캐시 

제작을 위한 반도체 소자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1]-[15].

3. CNTFET SRAM 부분 밀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NTFET 공정에서 CNTFET

의 면적과 CNT 밀도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이러한 

CNTFET 면적과 CNT 밀도에 따른 CNTFET　SRAM 성

능을 검토한 기존 연구[15]를 보았을 때, CNTFET으로 

SRAM을 구성할 경우, 기존 실리콘 반도체 소자로 구성

한 SRAM보다 읽기 속도와 읽기 파워에서 각각 약 2.17

배와 약 20.5배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쓰

기 속도와 쓰기 파워에서 각각 약 1.13배와 약 2.15배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15]에서의 

CNT 밀도 변화는 SRAM 셀 전체에 대한 CNT 밀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림 2의 (b)와 같이 부분적인 CNT 밀

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CNTFET 

공정에서는 그림 1의 (b)와 같이 전체적으로 불균일하게 

배치된 CNT 영역에서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CNTFET

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위치와 영역에 따라 

CNTFET의 크기와 CNTFET에 포함되는 CNT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CNT 공정 편차에 따른 

CNTFET SRAM 성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SRAM을 구성하는 개별 트랜지스터의 크기와 CNT 밀도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7]-[10][15].

 

Fig. 4. Voltage on node ‘nq’ and ‘q’ depending on 

MN4/MN2 and MP5/MN1 Ratio respectively [15].

그림 4. MN4/MN2 그리고 MP5/MN1 비율에 따른 ‘nq’ 그리고 

‘q’ 노드 전압 [15]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은 6T SRAM 셀

을 기반으로 기존 연구[15] 결과를 참고하여 그림 3의 

개별 트랜지스터(MN1, MN2, MN3, MN4, MP5, 그리

고 MP6)의 크기와 CNT 부분 밀도에 따른 CNTFET 

SRAM 셀의 성능 변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시뮬레이

션을 위해 CNTFET 회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스탠포드 대학교의 CNFET 라이브러리 파일

[16] 사용하였으며, 그림 3의 트랜지스터가 CNTFET 소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각각의 트랜지스터에 CNT를 상징

하는 원기둥을 그려 넣었다. 그려 넣은 CNT가 P-CNT 

그리고 N-CNT임을 나타내기 위해 각각의 원기둥을 흰

색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SRAM 디자인의 기본은 SRAM의 고유한 기능인 읽기

와 쓰기가 가능한 회로 디자인이다. 즉, SRAM에 저장된 

값을 읽는 중에 그 값이 변하지 않도록 노드 ‘nq’ 값은 

CNTFET 임계 전앖 값보다 낮게 디자인해야 하고, 

SRAM에 새로운 값을 기록하는 중에 기존 값이 변하도

록 노드 ‘q’의 값은 CNTFET 임계 전압 값보다 높게 디

자인해야 한다. 이를 논하기 위해, [15]로부터 MOSFET

을 제외한 CNTFET의 MP5/MN1 비율과 MN4/MN2 

비율에 따른 노드 ‘q’와 ‘nq’전압값을 그림 4와 같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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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ad delay, power, and PDP when CNT density 

of MN1 and MN2 is increased.

그림 5. MN1과 MN2의 CNT 밀도가 증가할 때 읽기 지연, 파워, 

그리고 PDP

현하였다.

그림 4로부터 MN1과 MN2의 크기와 CNT 밀도에 대

해서 논의하면, MN1과 MN2의 크기를 다른 트랜지스터

(MN3, MN4, MP5, 그리고 MP6)보다 크게 가져가면(그

림 4에서 x축 값이 1/4, 1/3, 그리고 1/2 인 경우) 앞서 

언급한 노드 ‘q’와 노드 ‘nq’의 전압 조건을 만족하지 않

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다른 MN3, MN4, MP5, 그리고 MP6의 크기를 

다른 트랜지스터(MN1과 MN2) 보다 크게 가져가는 경

우(그림 4에서 x축 값이 2/1, 3/1, 그리고 4/1인 경우), 

일반적으로 MN1과 MN2가 큰 gate width를 가지는 4

개의 트랜지스터를 구동해야하기 때문에 주어진 클럭 안

에서 SRAM이 구동하지 못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지 못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든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동

일하게 설정한 상황에서 MN1과 MN2의 밀도를 증가시

키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트랜지스터 크기 

설정은 [15]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 설정이고, 이 크기에

서 CNT 밀도를 변화시키더라도 그림 4와 같이 ‘q’ 전압

값은 거의 변하지 않고, ‘nq’ 전압 값은 변하더라도 

CNTFET 임계 전압 값보다 낮은 값에서 변하고 있기 때

문에 MN1과 MN2의 밀도를 자유롭게 변화시켜도 

CNTFET SRAM 셀의 동작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CNT 밀도는 [15]에서와 같이 32nm 

gate width 안에 몇 개의 CNT가 배치되었는가(# of 

CNTs/32nm)를 기준으로 하였다.

Fig. 6. Write delay, power, and PDP when CNT density 

of MN1 and MN2 is increased.

그림 6. MN1과 MN2의 CNT 밀도가 증가할 때의 쓰기 지연, 

파워, 그리고 PDP

시뮬레이션 결과, MN1 그리고 MN2의 CNT 밀도를 

올렸을 때, CNTFET SRAM의 읽기(쓰기) 구동의 지연, 

파워, 그리고 PDP 값은 그림 5(그림 6)와 같다. 우선 읽

기 동작의 지연, 파워, 그리고 PDP 값을 보면, 그림 5의 

(a) 영역과 같이 CNT 밀도가 6/32nm에서 8/32nm 사

이일 때 SRAM의 읽기 지연, 파워, 그리고 PDP 값은 각

각 0.592%, 2.245%, 그리고 1.832% 로 변하였고, 쓰기 

동작의 지연, 파워, 그리고 PDP 값을 보면, 그림 6의 (a) 

영역과 같이 CNT 밀도가 6/32nm에서 9/32nm 사이일 

때 SRAM의 쓰기 지연, 파워, 그리고 PDP 값은 각각 

8.159%, 1.749%, 그리고 7.784%로 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NTFET SRAM을 설계할 때, CNT 밀도를 불필

요하게 6/32nm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

지만, 앞서 언급한 CNTFET 공정을 고려하면, CNT 밀

도가 6/32nm에서 8/32nm사이에서 변하여도 CNTFET 

SRAM의 성능은 최대 9% 미만에서 변함을 나타내기 때

문에 CNTFET 공정 편차에 좀 더 강건한 CNTFET 

SRAM을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CNT 밀도

가 5/32nm 미만으로 작아졌을 때, 쓰기 동작의 경우, 

그림 6과 같이 SRAM 지연이 약 8배 이상 급격하게 증

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CNTFET 공정 중 웨이퍼 상

에서 MN1과 MN2의 영역을 정할 때 CNT 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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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nm 미만이 되지 않도록 공정을 관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뛰어난 성능과 넓은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CNTFET의 

공정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 이를 극

복하기 위한 추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

문에서는 CNTFET 공정에서 웨이퍼상에 배치된 CNT의 

부분 밀도가 CNTFET SRAM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CNTFET 공정시 허용될 수 있는 CNT 밀도 

범위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6T SRAM에서 비트라인

과 연결된 두 개의 트랜지스터의 CNT 밀도는 6/32nm

에서 8/32nm까지 변하여도 SRAM 성능 편차가 최대 

9% 미만을 보여주고 있고, CNT 밀도가 5/32nm 미만

으로 작아졌을 경우, SRAM 지연은 8배 이상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CNTFET SRAM 설계 

및 공정시 활용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CNTFET 공정 편

차에 덜 영향 받는 CNTFET 칩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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