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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 밴더블한 전자소자는 무게가 가볍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웨어러블 장비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응용분야에 확,

대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8,11].

본 연구에서는 벌크 실리콘 기판에 제작된 의 게이트MOSFET

효과가 밴더블한 플라스틱 기판 위에 제작된overlap SiNW

회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실험CMOS inverter .

에 사용된 는 높은 캐리어 이동도 단채널 효과에 대한 면SiNW ,

역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유연한 특성을 갖고 있어 대규모 집

적회로에 적용하여 전자 장치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향식 방식의 제작은 전기적으로 균일하(top-down) SiNW

고 효과적인 정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온 주입 시 도펀트의 유

형 및 프로파일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3-10].

게이트 드레인 사이에 적절한 길이의 은 수직 전계를- overlap

생성하여 effective channel length(Leff 를 감소시켜)

transconductance(Gm 및) drain-source current (Ids 를 높여준)

다 또한 단채널 효과 및 핫 캐리어 발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도 좋은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과도한 은 커패시턴스를 증가시켜 스위칭 성능overlap

을 저하시키고 또는 은 직렬저항을 증가, non-overlap underlap

시켜 구동전류가 낮아진다[12,13].

이러한 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이해하고MOSFET overlap

를 플라스틱 기판에 구현함으로써 밴더블SiNW CMOS inverter ,

한 전자 장치가 필요한 분야에서 정확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그

를 기반으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회로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실험에 제작된 소자는 이산화규소(SiO2 질화규소), (Si3N4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재료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기술, MOSFET

에 사용되는 공정으로 제작하여 현재와의 호환성을 확인하였다

[3].

본 론2.

실험방법2.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는 벌크silicon nanowire p형 에서Si wafer

도출하였다 기판에. Si 버퍼 층인 SiO2를 증착하고10nm Si

를nanowire 만들기 위해 두께의 질화물을 증착하였다 그150 nm .

후 질화물을 마스크로 하여 건식 식각을 진행하였고 역 삼각형 모,

양의 라인을 만들기 위해Si 25 wt.%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 로 습식 식각을 진행하였다 평면의 식각TMAH) . (111)

속도가 및 평면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을 얻을(100) (110)

수 있었다 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열적 산화 진행 후 열 인. SiNW

산으로 질화물을 제거하였다. n 및- p 에 대해-SiNWFET 5×1015

cm-2 도즈를 갖는 As+ 및 BF2
+ 이온을 각 및 이온80 keV 50 keV

에너지로 주입한 후 어닐링하여 소스 드레인을 생성하였다 마지, .

막으로 용액으로 를 둘러싸buffered oxide etchant (BOE) SiNW

고 있는 를 제거하여 넓이 높이 및oxide ~300nm, ~200 nm 2 mμ

의 채널길이를 갖는 를 제작하였다SiNW .

하향식 방식으로 실리콘 기판에 정밀하게 정렬되(top-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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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n 와-SiNWFET p 를 밴더블한 플라스틱 기판-SiNWFET

두께 과 등각으로 접촉시킨 후(200 m )μ 일정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장치 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초Nano imprint (HIS-600) 10

동안 압력을 가해 직접 전사시켰다1.75 bar . 역삼각형 모양의

가 압력을 받으면서 에서 분리되고SiNW Si wafer , van der

에 의해 플라스틱 기판에 달라붙어 전사된다waals forces . SiNW

의 채널(Lch 을 제외하고=2 m) nμ + 또는 p+로 도핑되어 있어 소

스 드레인 덮는 면적은 게이트 의 편의성을 위해 채널을 중- align

심으로 약 8 떨어진 곳에서부터 알루미늄 두께 전m (100 nm )μ

극을 증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인버터는 낮은 홀 이동도를 보상하기 위

해 p 개-SiNWFET 6 , n 개로 구성하여-SiNWFET 2 p-SiNWFET

와 n- 를SiNWFET 비율로 설계하였다3:1 . 게이트 유전체는 누설

전류를 억제하고 열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물질인high- Alκ 2O3

두께(10nm )을 가 우수한step coverage atomic layer

방식으로 증착하였다deposition (ALD) [14,15]. 게이트 을align

위해 소스 드레인 전극 증착 시 만들어 놓은 에 맞춰- align key

게이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 은mask aligner(MJB4) resolution 0.6 이하이며 사용한, UV

는power 300 이였다W . 본 연구에서는 게이트 오버랩의 차이에

따른 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non-overlap SiNW (Lgate=2 μ

와m) overlap SiNW (Lgate=3 를 제작하였고 그림 에 도식m) , 1μ

화하였다.

(a) non-overlap SiNWFET

(b) overlap SiNWFET

그림 1 및(a) non-overlap (b) overlap SiNWFETs

Fig. 1 Schematics of SiNWFETs (a) non-overlapped device

and (b) overlapped device

그림 는 의 평면 이미지를 보여준다2 SiNW CMOS inverter .

p 의 소스는-SiNWFET Vdd에 연결되고 n 의 소스-SiNWFET

는 그라운드 에 연결된다 개의 드레인(source) (GND) . 2 SiNWFET

은 출력 Vout으로 묶여있다 두 게이트를 입력. Vin으로 연결하면

입력 신호에 따라 인버터가 동작한다 전기적 특성은 대기 중 상.

온에서 로 측정하였다Agilent 4155C .

(a) non-overlap (b) overlap

그림 2 및SiNW CMOS (a) non-overlap (b) overlap inverter

평면 이미지

Fig. 2 Plane-view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SiNW

CMOS inverters: (a) a non-overlapped inverter and

(b) an overlapped inverter

(a) p-SiNWFET Vgs-Ids 특성

(b) n-SiNWFET Vgs-Ids 특성

그림 3 (a) p 및-SiNWFET (b) n-SiNWFET Vgs-Ids 특성

(Vdd=1 V)

Fig. 3 Vgs-Ids characteristics of SiNWFETs at Vdd=1 V. (a)

p-SiNWFET and (b) n-SiNWFET

결과 및 고찰2.2

그림 과 표 은3 1 Vdd=1 일 때V p 개 와-SiNWFET (6 )

n 개 각 단일 소자에 대한-SiNWFET(2 ) Vgs-Ids 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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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Ioff 비율은 p 의 경우 소자는-SiNWFET non-overlap

1.49×104 소자는, overlap 2.02×107로 된 소자에서 더 크overlap

게 측정되었고, n 의 경우 소자는-SiNWFET non-overlap

2.91×102 소자는, overlap 2.13×104로 된 소자에서overlap

Ion/Ioff 비율이 더 크게 측정되었다. N 과 소on-overlap overlap

자 모두 p 개 와-SiNWFET (6 ) n 개 를-SiNWFET (2 ) 비율로3:1

설계했을 때 같은 조건에서, p 개 의 가닥수가 더-SiNWFET (6 )

많기 때문에 넓이가 커지고 이로 인해, p 개 의-SiNWFET (6 ) Ion

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소자에서non-overlap

n 개 의 가-SiNWFET (2 ) mobility p 개 보다 낮은 이-SiNWFET (6 )

유는 n 와-SiNWFET p 의 상당한 전류특성 차이로 부-SiNWFET

터 기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개별적인 실리콘 나노선 특성 도핑, (

영역 및 도핑농도 에 대한 완전한 제어가 불가능하여 나타난 결)

과로 여겨진다. 문턱전압 이하에서의 기울기 (subthreshold

는swing) p 경우 소자는-SiNWFET non-overlap 276 mV/dec,

소자는overlap 131 로 더 가파른 기울기를 보였고mV/dec ,

n 역시 소자는-SiNWFET non-overlap 381 mV/dec, overlap

소자는 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276 mV/dec .

그림 4(a)는 Vdd 일 때 의 전압 전달 특성을 나타=1 V inverter

낸다 표 에서 보듯이 된. 1 , overlap p 및-SiNWFET n-SiNWFET

표 1 p 와-SiNWFET n 의-SiNWFET Vgs-Ids 특성 (Vdd=1 V)

Table 1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a p-SiNWFET and a

n-SiNWFET at Vdd=1 V

　 Type
Lgate

non-overlap
(2 m)μ

overlap
(3 m)μ

Ion (A)

p-SiNWFET
(Vgs=-2 V) 4.29×10

-6
4.07×10

-6

n-SiNWFET
(Vgs=2 V) 9.75×10

-9
2.05×10

-6

Ioff (A)

p-SiNWFET
(Vgs=0 V) 2.88×10

-10
2.02×10

-13

n-SiNWFET
(Vgs=0 V) 3.35×10

-11
9.61×10

-11

Ion/Ioff
p-SiNWFET 1.49×10

4
2.02×10

7

n-SiNWFET 2.91×10
2

2.13×10
4

Vth (V)
p-SiNWFET -1.02 -0.99

n-SiNWFET 0.72 0.76

SS
(mV/dec)

p-SiNWFET 276 131

n-SiNWFET 381 276

μ
(cm

2
/Vs)

p-SiNWFET 27.1 26.3

n-SiNWFET 0.34 76.9

(a) 전압 전달 특성SiNW CMOS inverter

(b) SiNW CMOS inverter 전압 이득

그림 4 전압 전달 특성 및 전압SiNW CMOS inverter (a) (b)

이득 (Vdd=1 V)

Fig. 4 (a) Voltage transfer characteristic (VTC) of a SiNW

CMOS inverter at Vdd=1 V and (b) voltage gain of a

SiNW CMOS inverter at Vdd=1 V

(a) non-overlap SiNW CMOS inverter

(b) overlap SiNW CMOS inverter

그림 5 Vdd 변경 시 및(a) non-overlap (b) overlap SiNW

특성CMOS inverter

Fig. 5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a SiNW CMOS inverter at

different drain bias. (a) a non-overlapped inverter

and (b) an overlapped 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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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ate 의 특성이 좋기 때문에 이 로 구성된=3 m) SiNWs CMOSμ

회로에서 더욱 가파른 기울기로 천이되는 것을 확인할inverter

수 있다 그림 는 의 전압 이득으로. 4(b) inverter , overlap SiNW

가 약 배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CMOS inverter 2.5 . 이득

(dVout/dVin 은 상태) high (Vout 에서 상태=1 V) low (Vout 로=0 V)

천이될 때 최대 기울기로 정의 되어 높은 이득을 가질수록 빠른,

스위칭 속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8,10,16].

그림 는5 Vdd값을 에서 까지 단위로 변화하0.2 V 1.0 V 0.2 V

며 인버터 특성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그림 는. 5(a) Vdd 변화에 따

른 non-overlap SiNW CMOS inverter (Lgate=2 의 전압 전m)μ

달 특성으로 각, Vdd 값에서 출력값 (Vout 이 스위칭 되기 전에)

손실이 생기고 완만한 기울기로 천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

만 그림 와 같이5(b) overlap SiNW CMOS inverter (Lgate=3 μ

는 각m) Vdd에서 출력값 (Vout 이 상태를 손실 없이 출력하) high

다가 빠르게 상태로 천이되는 스위칭 특성을 확인하였다low .

결 론3.

게이트 전극 길이 (Lgate 를 달리하여 효과를 비교하였) overlap

을 때 에서 특성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 overlap CMOS inverter

였다 를 구성하고 있는. Inverter p-SiNWFET, n 에서-SiNWFET

전기적 특성이 더 우수했으며 이로 인해 회로에서도 높, inverter

은 이득과 빠른 스위칭 특성을 보인다 높은 이득은 상태에. high

서 상태로의 천이가 더 날카롭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부터low ,

고속 회로에 사용가능한 로직 동작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다양.

한 Vdd에서 가 여전히 적은 손실과 가파overlap CMOS inverter

른 기울기로 천이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Vdd가 변경 되

도 안정적인 스위칭 동작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과 저전

력으로 회로를 구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플라스틱 기판에 제작된 를 통해SiNW CMOS inverter

효과를 확인했으며 더 나아가 고성능overlap , , 저전력 밴더블 전

자 장치에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는 빌딩 블록으로 사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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