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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ght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여름 무더위와 COVID-19로 힘드시죠? 최근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
달으며 한국광학회의 정상적인 학술 활동을 위하여 임원들과 사무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
월 초의 서귀포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21은 하계학술대회와 한미일 공동심포지엄, 그
리고 광산업 전시회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회원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하였으
며, 오랜만에 활기찬 학술 활동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서귀포에서 OPC가
개최되며 격년의 한미일 공동심포지엄을 포함하여 매년 국제학회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
련할 예정이니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자주 뵙길 바랍니다.

이번 K-Light의 특집은 “차세대 리소그래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유
지하고 있지만 핵심 장비인 EUV 노광기는 안타깝게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광기술 전문가로서 관련
기술을 미리 개발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근무하는 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우주용 광학 거울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위성 카메라에 사용
하고 있습니다. 넓은 파장영역에서 고해상도 해상력을 위해서는 대구경 비구면 거울로 카메라를 구
성합니다. EUV 노광기의 광학계도 모두 초정밀 비구면 거울로 구성되며 분해능을 높이기 위하여 구
경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30~40년 전에 미국에서 개발하였던 고에너지 핵융합 레이저 장치와
Chandra X-ray 우주망원경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독일 칼자이스의 거울이 ASML사의 EUV 노
광기에 사용됩니다.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위성 카메라와 우주망원경이 온습
도가 매우 일정한 청정실의 진공에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는 EUV 노광기와 거의 같은 광기술을 사
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광학과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핵심 원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러므로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K-Light는 기초적인 광학부
터 최신의 광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산학연을 연결하는 전문잡지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
니다. 최근에 새로운 광학회 홈페이지가 완성되어 모바일 버전의 K-Light를 쉽게 다운받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회 소식과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광학회 회원들과 독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수고하시는 유난이 편집장과 편집위원, 그리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을 다루는 회
원님들과 독자 여러분 모두가 동료의 소중함과 학문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광학회 회장 이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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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고 골목마다 능소화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성하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
다.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작년보다 보름 정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부디 큰 피해 없이 무탈
하게 지나가길 염원해 봅니다. 작년에는 50일이 넘는 긴 장마와 폭우를 동반한 세 차례의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 큰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다시 장마철이 다가오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마무리되
지 않은 수해복구가 한창이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에는 광주와 미국에서 어이없는 건물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곰팡이처럼
번식하는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 번 경계하게 됩니다. COVID-19도 각종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잡고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호 특집에는 “차세대 리소그라피 기술개발”에 대해 준비 하였습니다. 미세 패턴이 높은 해
상도를 갖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해상도 패너닝용 포토레지스트의 원리와 현황을 다루었으며, 극
한 자외선 영역에서의 리소그라피 공정기술의 발전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많은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역시 공정의 최적화를 위해
서는 광을 이용한 정밀한 계측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민감한 기술들은 표준화작업이 장비개발
에서부터 제품화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차세대 광소자 개발을 위한 4차원 나노 공정기술의
동향도 밀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광학회의 각 분과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학술 대회
를 성황리에 안전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양자전자분과 학술대회인 “ALTA”는
20돌을 맞이하여 제주에서 있었으며, 제 28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대회(COOC)는 부산 한화리조
트에서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회원들의 학술대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이번 7월에 있었던 제주도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21에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클릭에서는 한국광산업진흥회가 향후 5년간 공기·가전 분야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약 600여 명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서울로보틱스에서 보여준 3D 라이다 기술은 전 세계
120여 개의 라이다 기업의 센서와 호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키파운드리사는 차량용 전력반도체
에 최적화된 신규 공정을 선보여서 어보브반도체사에 제공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전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65대 미래선도 품목 중 광융합 산업과 연관성도 분석하여 소개하였으
니 회원들의 연구개발이나 제품생산을 관련 산업과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시면서 매칭 시켜 보시
면 좋겠습니다. 기관소식으로, 광관련 산업과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한국광기술원과 고등광기
술연구소가 개원 20 주년을 맞이했다는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인문학 코너 에서는 우리 일
상에서 무수한 특이점을 인식하여 발견하고, 이를 통한 생활의 활력을 되찾자는 내용을 소개하였습
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박막광학 분야의 거목이신 고 H. Angus Macleod 교수님의 한국 광학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K-Light 편집위원장 유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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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65대 미래선도품목과 광융합 전략기술

정부가 △테라비트급 데이터 전송용 광통신 부품, △초미세 마이크

1 주력산업 고도화(5개 분야, 27개 품목)

로LED 소재부품, △4D 센싱용 라이다 모듈 등 차세대 기술에 필수

❶ 반도체 인공지능・빅데이터 처리 등에 대응한 차세대 반도체 구현에

적인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65개 품목 연구개발(R&D)을 본

필수적인 초고집적화(초미세화, 고적층화) 공정 관련 품목 선정

격화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안정화를 넘어 미래 공급망을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미래선도품목

회로 선폭 초미세화
(1.5 nm → 1.5nm 이하)

① 초고해상도 BEUV 포토레지스트
② 차세대 반도체용 ALD(원자층 증
착) 전구체 및 장비

반도체 소자 고적층화
(176단 → 40단 이상, 낸드 기준)

③ 3차원 웨이퍼간 직접 본딩 장비
④ 펨토초 레이저 다이싱 장비
⑤ 이종 집적 방열 소재
(Heterogeneous Integration)

선점하기 위한 초격차 R&D에 속도를 붙여 ‘선도형 R&D’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부장 R&D 미래선도품목에서
의 광융합 전략기술에 대해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추진 배경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에 따라 첨단 소부장 분야에 대한 기술경쟁
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내 소부장 산업에는 위기
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간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글로벌 공
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총 2번*에 걸쳐 소부장

❷ 디스플레이 현재 OLED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이을 △초고해상도
(마이크로LED), △다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 선정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R&D 전략을 마련하였다.
* ①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소부장 R&D 투자전략 및 혁신

초고해상도・초실감 디스플레이
(OLED → 초미세 마이크로LED)

대책(’19.8),”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5월 25일),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
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4132.
* ②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20.10),”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5월 25일), http://www.motie.go.kr/motie/ne/
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4132.

여러 번 접히는 디스플레이
(1축 폴더블 → 多축 폴더블)

미래선도품목
① 초미세 마이크로LED 소재부품
② 마이크로LED 화소공정 장비
③ 3차원 표시 광학 소재부품
④ AR・VR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⑤ 자유곡면 플렉서블 기판 및 유기
소재
⑥ 폴더블 윈도우용 하이브리드 소재

정부는 지난 5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 됨에 따라 기존의 소
부장 국산화 전략을 넘어 미래 공급망을 창출・선점하기 위한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R&D 추진방안’ 수립을 추진하였다.
* 향후 5년 이후,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5개 분야) △신산업 창출(4개 분야)을 견인하는 미

❸ 전기전자 모바일 ICT 기기, 전기차 확산 등에 따라 △고에너지(전
고체전지), △고전압・비접촉 관련 품목 선정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미래선도품목

래 핵심 소부장 품목 65개. 출처: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
최;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R&D 추진방안 (’21.5),”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5월 25일), http://www.motie.
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4132.

고용량・안정성 높은 배터리
(리튬이온 → 전고체전지)

고전압・비접촉 환경
(40 V/접촉식 → 1,000 V/비접촉식)

① 전고체전지용 고체전해질
② 리튬 금속 음극 소재
③ 촉감 재현용 초음파 생성기
④ 초고전압 MLCC(적층세라믹콘덴
서)
⑤ 고주파용 단결정 기판 소재(반절연
SiC 기반)

❹ 자동차 ICT 융합,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완전 자율 주행(Level
4～5), △친환경・경량화(전기・수소차 등) 관련 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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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미래선도품목

완전 자율 주행
(Level 2~3 → Level 4~5)

① 융합 센서의 통합 신호 처리용
AP(MCU 통합)
② 4D 센싱용 라이다 모듈(위치+속
도, FMCW 방식)
③ V2X 통신 반도체 소재(vehicle
to everything)

친환경・경량화
(전기차 연비 6 km/kWh
→ 7 km/kWh 이상)

④ 차량 구조 전지 시스템
⑤ 무윤활 환경 저마찰 고내구 구동
모듈
⑥ 고전압 전력반도체용 방열기판
(Si3N4: 질화규소 기반)

차세대 에너지용 소재
(차세대 이차전지, 수전해 등)

⑪ 듀얼 이온전지용 전지 소재
⑫ 베타전지용 질화물 반도체 소재
⑬ 암모니아 연료전지용 나노 촉매
소재
⑭ 차세대 전고체전지 소재(산화물계)
⑮ 고밀도 수소저장용 경금속 수소
화물
⑯ 친환경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Pb-fre)
⑰ 저온형 수전해용 세라믹 소재

차세대 바이오 소재
(휴먼증강, 인체 적합성 소재 등)

⑱ 소프트 웨어러블 인공근육 소재
⑲ 휴먼증강용 인체감각 모방형 전
자 소재
⑳ 체내 주사용 생분해성 형상기억
소재
바이오 인터페이싱 소재(면역반
응 제어)

❺기
 계금속 극저온 등 극한 환경(수소 생태계 등), 스마트 제조 확산
등에 따라 △극한 환경 소재, △스마트 기계 관련 품목 선정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미래선도품목

극저온・초고온 등 극한 환경
(LNG → 액체수소 저장 등)

① 액체수소 저장용 금속 소재 (내
수소취화)
② 가스터빈용 내열 소재(희소금속
함유량 저감)

스마트 기계(맞춤형・생산성 향상)
(저탄소강 3D 프린팅 → 고탄소강)

③ 3D 프린팅용 금속 분말(소결기
반 고탄소강)
④ 건설기계용 정밀 위치 인지 장비
⑤ 비정형 실내외 자율주행 시스템

❷비
 대면 디지털 화상회의, 인공지능 등 비대면 디지털 수요에 따라
△초고속 통신,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품목 선정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미래선도품목

초고속 유무선 통신
(5G → 6G, 저궤도 위성통신 등)

① 6G 통신용 전력 증폭기 GaN 집
적 회로
② 테라비트급 데이터 전송용 광통
신 부품
③ 대용량 코히어런트 광통신 부품
④ 저궤도 위성통신용 통합 단말 모
뎀(위성+이동)
⑤ 고정밀 디지털 레이더 모듈
⑥ 양자 인터넷용 양자 중계기 부품
및 모듈

인공지능 확산
(GPU 기반 → NPU, 뉴로모픽 등)

⑦ 인공지능용 PIM 반도체

2 신산업 창출(4개 분야, 38개 품목)
❶미
 래소재 국내 산업(완제품)의 기초 체질 강화(소재)를 위해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 미래를 대비하는 차차세대 소재 개발
기술 트렌드 (10년 이후)

미래선도품목

차세대 ICT 소재
(홀로그램, 양자 컴퓨터 등)

① 홀로그램용 메타소재(실시간 광
제어)
② 3D AR용 메타렌즈 소재(무색수
차 구현 등)
③ 미래차용 섬유형 OLED 소재
④ 양자컴퓨터용 상온 동작 능동 소재
⑤ 초분광 영상용 적외선 센서 소재
⑥ 극한환경용 다이아몬드 반도체
소재
⑦ 차세대 통신용 강유전체 광소재
⑧ 차세대 통신용 초고주파 소재
(AlN HEMT 기반)

차세대 제조용 소재
(초고강도 소재, 초미세 제조)

⑨ 나노구조 알루미늄 합금
⑩ 멤리스터용 나노복합소재

❸바
 이오 글로벌 보건 긴급 상황 대응, 탄소 중립 추세 등에 대응하
여 △재생 의료 고도화, △그린 바이오 관련 품목 선정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미래선도품목

재생 의료 고도화
(유전자치료제 검증
→ 난치성 질환 치료)

① 유전자 치료용 핵산 및 바이러스
벡터 소재
② 인체이식용 지지체 및 인공 장기
생체 소재
③ 초병렬적 DNA 합성 장비

친환경 바이오
(동물고기/일반사료
→ 배양육/친환경사료)

④ 대체육 원료
⑤ 친환경 사료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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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그
 린에너지 전세계적인 탄소 중립 추세에 대응하여 △고효율 재
생 에너지, △그린 수소 생산 분야의 품목 선정

2. 광융합 23대 전략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 “광융합 기술”은 타분야 기술과 결합하여 제품의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미래선도품목

고효율 재생에너지
(실리콘 태양광 → 페로브스카이트)

① 건식 공정용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② 초대형 풍력발전용 분리형 블레
이드
③ 고강도 복합 나노 섬유 및 공정
장비

그린 수소 생산
(그레이 수소 → 그린 수소)

④ 고안정성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스택
⑤ 초고성능 세라믹 전해 전지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핵심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광융합기술 종합발전
계획’이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고, 광융합기술 전
문연구소로 지정된 한국광기술원은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광융합기술 8대 분류별 기술, 시장,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23대
전략 기술을 도출하였다.

ㅇ 8대 분야별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23대 중점기술
분야

중점기술

기술 내용

1. 차세대 광학소재·렌즈 기술

- 고굴절 비구면 광학유리, 결정질 광학세라믹 및 플라스틱 광
학 소재 기술
- 광학렌즈 제조를 위한 소재, 금형가공, 성형, 코팅을 포함하
는 제조기술 및 측정평가, 신뢰성 평가 기술

활용 분야

카메라 렌즈

2. 차세대 LED 기술
❶ 광소재·부품

3. 차세대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

4. 레이저 기반
고정밀 광센서 계측 기술

- 마이크로 LED: 100 μm이하 초소형 LED를 의미하며 초저
전력, 초경량화, 초소형이 요구되는 모든 광 응용기술에 적
용되는 광원, 소재 및 부품기술
- UC-C LED: 수처리, 바이러스/박테리아 살균을 위한 고출
력화 및 공공, 다중시설의 살균 조명용 광원, 소재 및 부품
기술

- 센싱용: 수직방향으로 레이저 발진하는 반도체 레이저로서
LED수준의 값싼 가격과 폭넓은 응용 범위를 가지는 광원 및
부품기술
- 통신용: 통신 용량 증대에 따른 변조속도 향상 및 에너지 소
모가 적은 광원 및 부품기술
- 산업용: 수십W이상의 광출력을 내는 반도체레이저를 의미
하여 첨단부품소재 가공용 레이저 시스템에 필요한 광원, 소
재 및 부품기술

UV 살균

안면인식(3D 센싱)

- 레이저 광을 이용하여 미세변위, 원거리 계측과 진동 등을
측정, 물체 상태를 검사하는 기술
레이저 변위/진동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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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광정밀

5. 이종 복합 센서
스마트 계측 기술

- 광원, 광학부품, 반응물질 등의 다양한 구성에 따른 빛의 특
성을 이용하여 물리적·화학적 변화의 상관관계를 이종(異
種) 복합센서를 통해 스마트하게 계측하는 기술
교량, 건축 등 구조물 변형 감지

6. 초정밀·초고출력 레이저 기술

- 자동차·조선·반도체·모바일·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제
조 분야에서 최고의 가공 정밀도를 갖는 가공법(절단, 용접,
천공, 열처리, 미세패턴 등)에 응용되는 기술
레이저 가공

7. 테라급 광통신 기술

- 초연결 사회의 지능화된 유·무선 광신경망 구현을 위해 사람
또는 지능형 사물간 보안된 광정보를 상호간에 주고 받으며
연결된 광통신 부품 및 장치에 관한 기술
초고속 네트워크

❸ 광통신

8. 양자정보통신 기술

- 양자(Quantum)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로, 광통신기술과
정보보안기술이 융합된 광융합기술
- 광을 기반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
네트워크 보안

9. 형태가변형 영상표시 기술

- 휘거나 접을 수 있는 플라스틱 유연기판에 화소를 형성하여
자유로운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탈평면 디스플레이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❹ 광영상 정보

10. 모듈러조합 영상표시 기술

- 1인치 이하 크기를 갖는 디스플레이 광원과 각종 광학계를
결합, 인체의 눈에 근접하여 일정 크기 이상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기술
초소형 디스플레이

11. 3차원 공간 영상표시 기술

- 기존의 2차원 평면 정보에 깊이 정보를 더해 3차원의 모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완전입체 디스플레이 기술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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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상증강현실용
영상표시·광학 기술

- 가상/증강현실 정보영상을 사용자 환경 내에서 피로감 없이
최적화를 구현하는 광학설계, 제작, 측정, 평가 일체의 기술
AR/VR

❺ 광결상 정보

13. 지능형 카메라 광학 기술

- 인
 공지능 기술과 카메라 기술이 융합된 기술로,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초감각 ‘눈’에 해당하는 핵심 광학 부품, 모듈 및
카메라 개발 관련 광학 기술
객체 인식 카메라

14. 공정장비용 광학 기술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전자산업의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광학 관련 공정장비에 활용되는 레이저 및 머신비전 광학계
기술
스마트팩토리

15. 휴먼센트릭 광융합조명 기술

- 인체의 생체 리듬과 주변 상황에 따라 조명의 조도, 색온도
등 조절해 생물학적 기능을 최적화하는 조명 기술
인간 중심 조명

16.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조명 기술

- 초고속 지능형 모빌리티 적용 가능한 인간 중심 기반의 인터
랙티브 실내/외 융합조명 기술
자동차용 헤드램프

❻ 광융합 조명

17. 스마트홈·시티 연계
IoT조명 기술

- 유·무선 네트워크와 IoT 센서와 연계한 스마트시티 및 스마
트홈에 적용되는 스마트조명 시스템 및 플랫폼 기술
스마트 조명

18. 스마트팜 융합조명 기술

- 사육생물의 광생물학적 응답 특이성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형 생물제어 및 속성장 광학엔진, 시스템 및 빌딩양식 플랫
폼 기술
식물생장용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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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광융합 진단·치료 기술

- 환자의 질환에 대한 증세나 원인을 판단하고, 이를 치료, 완
화하는데 광을 이용하는 기술
AI 의료 진단

❼ 광의료·바이오

20. 웨어러블 광헬스케어 기술

- 고령화 시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생체 정보 수집, 라이프
스타일 관리, 휴먼 케어를 위한 광융합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21. 바이오 환경정화 기술

- 미세 먼지 및 오염 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바이러스로
부터 화학/생물학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기술
UV 살균

22. 발전효율향상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 Si 태양전지 대체 및 도심형 발전 효율 향상을 위한 박막태양
전지 및 유기기반의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CIGS, Ⅲ-Ⅴ
족) 기술
태양광

❽ 광 에너지

23. 광기반
에너지설비 모니터링 기술

- 에너지 생산, 운반, 저장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
실을 줄이고, 고장 위험을 예측하여 큰 피해를 예방 하는 유
지관리 기술
에너지안전 모니터링

3. 소부장 65대 미래선도품목과 광융합 23대 전략기
술 연관성 분석
소부장 65대 미래선도품목과 광융합 23대 전략기술의 기술연관도

본고에서는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38개 미래선도품목 중 11개 품

를 분석한 결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27개 미래선도품목 중 12개

목이 광융합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11개 품

품목이 광융합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필자는 분석하였고, 그

목 중 6개 품목이 미래소재 분야, 3개 품목이 비대면 디지털 분야로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분야 품목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차세대 마이

서 광소재・부품, 광정밀, 광통신, 광영상정보, 광에너지 등 다양한 광

크로LED 기술과 3차원 가상증강현실 영상표시 기술이 주력산업을

융합기술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도화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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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65대 미래선도품목과 광융합 23대 전략기술 연관성 분석 ]

1-1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미래
선도품목

•반도체 자동차등 주력산업 고도화 5대
분야별 미래 기술 트렌드를 고려하여 총
27개 미래선도품목 발굴·선정

미래선도품목

기술연관도

매우 높음

높음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미래
선도폼목

1-2

•미래소재, 비대면 디지털 등 신산업 4대
분야별 기술 트렌드를 고려하여 총 38
개 미래선도품목 발굴·선정

미래선도품목

광융합 23대 전략기술
1. 차세대 광학소재·렌즈기술

반
도
체

④ 펨토초 레이저 다이싱 장비
⑤ 이종 집적 방열 소재

① 홀로그램용 메타소재

2. 차세대 LED 기술
3. 차세대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

③ 미래차용 섬유형 OLED 소재
④ 양자컴퓨터용 상온 동작 능동 소재

4. 레이저 기반 고정밀 광센서 계측 기술

⑦ 차세대 통신용 강유전체 광소재

② 마이크로LED 화소공정 장비

6. 초정밀·초고출력 레이저 기술

⑧ 친환경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③ 3차원 표시 광학 소재부품

7. 테라급 광통신 기술

① 초미세 마이크로LED 소재부품
디
스
플
레
이

④ AR·VR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8. 양자정보통신 기술

② 테라비트급 데이터 전송용 관통신

⑤ 자유곡면 플렉서블 기판 및 유기소재
⑥ 폴더블 윈도우용 하이브리드 소재

9. 형태가변형 영상표시 기술
11. 가상증강현실용 영상표시·광학기술
12. 3차원공간 영상표시 기술

자
동
차

⑤ 초분광 영상용 적외선 센서 소재

5. 이중 복합 센서 스마트 계측 기술

① 융합 센서의 통합 신호 처리용 AP
② 4D 센싱용 라이다 모듈

미
래
소
재

부품
③ 대용량 코히어런트 관통신 부품

비대면
디지털

⑥ 양자 인터넷용 양자 중계기 부품
및 모듈

13. 지능형 카메라 광학 기술
14. 공정장비용 광학 기술
16.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조명 기술

③ 초병렬적 DNA 합성 장비

바이오

① 건식 공정용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그린
에너지

17. 스마트홈·시티연계 IoT조명 기술
기게
금속

④ 건설기계용 정밀 위치 인지 장비
⑤ 비정형 실내외 자율주행 시스템

21. 바이오·환경정화 기술
22. 발전효율향상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4. 맺음말

예정으로, 지난 1월 주성엔지니어링, 코오롱인더스트리, 일진머티리

정부는 미래선도 품목에 대해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지원과 자

얼즈 등 22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으뜸기업에는 연구개발, 금융

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3책5공” 적용 예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메뉴판식으로 제시해 선택할 수 있게

주고 있다. 여기서 “3책5공”은 ‘3개의 연구개발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또는 5개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미래선도품목과 광융합기술의 연관성은 상

말한다.

당히 높다. 광융합기술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 창출을 견
인하는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 관련 산・학・연・관

이와 함께 소부장 분야에서 “으뜸기업”도 추가로 뽑기로 했다. 올해
중 20개 이상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2024년까지 100개까지 늘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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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5년간 총 600여 명 공기·가전 전문가 양성
- 제품 시제품 및 고급화 제작 등 32개 업체에 기업당 1.500여만 원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정철동)는 7월부터 5년간 총 600여명 공기·

교육은 공기·가전 분야 핵심 기술인 온·습도 모니터링 등 공기·가전

가전 분야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감지기술, 탈취·제습·에너지 제어 등 정화기술, 스마트 제어기술, 인

진흥회는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일환

쇄회로기판(PCB) 설계 및 디자인 모델링 등 실습 위주로 짜였다. 사

으로 광주시·광주 북구청·광주 광산구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

용자제작콘텐츠(UCC)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실무도

직자나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기·가전 분야 판로 확대에 기여

익힐 수 있는 소셜마케팅 과정도 마련했다.

할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한다. 이 사업은

진흥회는 이와는 별도로 공기·가전기업 육성을 위해 32개 업체에 기

COVID-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구조 전환에

업단 1,5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 시제품 및 고급화 제작,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제품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UCC 및 홈페이지 제작, 제품 카달로그

진흥회는 올해 공기산업 분야 기술 전문가 70명과 마케팅 전문가 10

제작, 비대면 V-커머스(모바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플랫

명 등 80여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년간 총 600여 명의 인력

폼 입점 등을 제공한다.

을 양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COVID-19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일자리

이를 위해 진흥회는 지원사업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 사무국과 교육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장을 설치했다. 기업 의견을 수렴해 강사진을 구성하고 실습 위주 교

응해 좋은 일자리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

육과정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다”고 말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의료 융합제품 ‘작은 전시회’ 화제
- 광의료협동조합 회원사 8개 회사 제품 전시를 통한 상호 홍보 및 기술적인 부분 논의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광기술과 의료기기·미용·헬스기기가 결합한 광

전시회는 각 회사에서 제품을 설명하면 참석자들이 이에 대한 질문

의료 융합제품의 홍보를 위해 작은 전시회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술적인 부문까지의 의견교환이

이번 전시회는 광기술은 물론 광센서와 LED(발광다이오드) 분야에

이루어졌고, 진흥회와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 지역 광융합제품 기업들이 신

㈜신성테크·신성티케이는 마이크로 광센서를 활용해 수액 용량을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지만 COVID-19 범유행 상황으로 인해

측정하고 표시하며 위험시 스마트폰 앱 및 웹(PC)을 통해 원격에 있

홍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디어로 마련했다.

는 간호사에게 알리는 링거 위험 보완기를 선보였다. 임은섭 대표는

지난 4월 20일 한국광산업진흥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광의료 융

앞으로 “성능을 더욱 높여 병원들이 최고 선호하는 제품이 되도록

합제품 작은 전시회에는 진흥회 직원과 광의료협동조합 회원사들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참석한 가운데 총 8개 회사 제품이 전시됐다.

돔 형태의 온열기 부분에서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굳히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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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메디칼은 의료용온열기에서는 MS-3000, 일반온열기에서는

동 기능이 있으며 작지만 강하고 균일한 LED 발산 기능 또한 갖추

MS-880 등의 신제품을 카타로그로 설명했다.

고 있고, 갈바닉 이온 작용을 접목시켜 초 고성능 화장품 흡수 기술

㈜대신전자는 이온미와 이온미U 피부미용기 2종을 선보였다. 피

을 만들어 냈다고 소개했다.

부상태를 개선하고 여드름 케어, 진동효과, 갈바닉 효과로 피부탄

㈜티아이피인터내셔널은 지루성 두피 트러블에 특화된 라이프케어

력 증진 등의 기존 효과에 더해 최근 제품에서는 사용자들의 요구

디바이스 두피케어기인 닥터 말리프를 내놓았다. 3종류의 LED 파

에 의해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파장대를 개발해 탑재했다는 설

장으로 비듬균의 원인인 말라쎄시아 억제 및 모낭세포를 강화하고,

명이 있었다.

미세전류로 두피 자극 및 헤어토너의 두피 흡수 촉진, 쿨링기능으로

광의료분야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링크옵틱스는 미백과 눈가주름

두피열 완화 및 두피 진정 효과가 있다는 발표와 함께 광의료산업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무선 LED 패치 ‘루미니엘’, 일명 김성경 패치를

협동조합사인 첨단랩과 공동으로 개발한 특수 확산판이 적용된 제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으로 진출할 때의 홍보방안을 물었다.

품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소프트웰스는 균일도 70% 이상으로 얼굴 전체에 골고루 빛을 주

이번에 전시된 제품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광융합기술이 접목된 제

는 LED 피부미용마스크를 전시했다. 열감으로 인한 피부트러블 방

품으로 기술 면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한다.

지 기능과 함께 청색광을 사용하지 않아 눈에 안전하다는 설명이

광의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인 대신전자 박정일 사장은 “COVID-19

있었다.

로 전시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작은 전시회를 마련해준 한

㈜NC테크론은 피부관리기 아이플라를 선보였다. 아토피 증상을 케

국광산업진흥회 관계자, 함께 참석해 열심히 토의해준 회원사 여러

어하며, 플라즈마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소독이나 멸균기능도 있다

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상호 제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으나

는 설명이 있었다.

오늘 설명회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작은 전시회를 자주

㈜나모메드는 베니블리 갈바닉 LED 마사지기를 선보였다. 고속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D 라이다 강자’ 서울로보틱스,
세계 1위 기술력 인정받았다
- 방송 촬영 LED조명 부문 3년 연속 ‘한국우수브랜드평가대상’ 선정
국내 대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서울로보틱스가 전 세계 자율

에 위치시켰다.

주행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기술력 1위를 인정받았다.

서울로보틱스가 아직 매출 면에서는 낮은 수준에 있지만, 소프트

16일 독일의 대표적인 컨설팅 업체 h&z의 라이다(LiDAR) 산업 리포

웨어 성숙도를 비롯한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

트에 따르면 서울로보틱스는 ‘기술력(소프트웨어 역량)’ 부분에서 1

정한 것이다.

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3D 라이다 소프트웨어를

h&z는 “라이다 센서 제조업체의 한 축은 대개 OEM과 협력하고 뚜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렷한 소프트웨어 역량이 없으며 하드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춘 회사

리포트는 기술력 부문에서 차랑용 라이다 생태계의 핵심 회사로

들이나, 웨이모(Waymo)나 루미나(Luminar)처럼 소프트웨어 역량

꼽히는 벨로다인(Velodyne LIDAR), 이노비즈(Innoviz), 쿼너지

은 있지만 자동차 부문에 한정된 회사들이 있다”면서 “다른 한 축은

(Quanenergy), 발레오(Valeo) 등 다른 회사를 모두 서울로보틱스 뒤

트림블(Trimble), 헥사곤(Hexagon)처럼 HD 맵핑용 라이다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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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로보틱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3D 라이다 소프트웨

특히 h&z는 “미래에는 하드웨어가 표준화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

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2017년 창업했다. 서울로보틱스의 소프트

을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

웨어는 현재 전 세계 120여 개의 라이다 기업의 센서와 호환이 가능

다. 하드웨어 전문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에 나서고 있지

하다.

만, 소프트웨어 개발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서울로보틱스는 창업 3년 만에 독일 BMW, 메르세데스-벤츠, 퀄컴,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이번 분석에 대해 “대기업으로 상장까

미국 국책연구소, 주 정부기관 등 9개국에 라이다 솔루션 센서를 수

지 한 라이다 회사들이 모두 망라된 곳에서 기술적 성숙도 1위를 서

출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울로보틱스가 차지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회사의 기술 수

자동차 샤시 부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만도사와 ‘자율주행 3D 라

준이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것은 시장점유율과 매출을 쫓아가는 게

이다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최근에는 일본 최대 반

시간문제라는 얘기”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어 “월 100

도체 전문 종합상사 마크니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일

억 원 단위의 매출 규모와 나스닥 상장이라는 회사의 큰 목표도 머지

본에도 진출했다. 일본에서는 진출 2달여 만에 매출을 3배까지 늘

않았다”고 강조했다.

렸다.

한국산 RF 필터로 세계 시장을 점령하다,
㈜이랑텍 이재복 대표
- 2세대 플래시 메모리 내장형 0.13 마이크론 BCD 공정 개발
2019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4세대에 이어 5세대 이동통신인 5G

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전 4G는 스마트폰에 국한되었지만, 5G는 향후

2017년 High PIMD multi path filter를 개발한 이랑텍은 지난 2018

다양한 산업에 걸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년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2019

이러한 가운데,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장비 핵심 부품을 연구·개

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ICT 대상

발 및 생산하며, 기존 수입제품에 의존하던 통신자용 네트워크 부품

5G 부분, ‘K-startup 2019 왕중왕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을 수상

국산화를 주도한 기업이 있다. 한국형 RF(Radio Frequency) 필터로

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에도 선정된 이랑텍은 특

5G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 이랑텍의 이재복 대표가 주인공이다.

허청 글로벌 IP 스타 기업도 획득하는 등 탄탄하고 안정적인 경영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이랑텍은 지난 2017년 1세대 이동통신 개발

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일자리 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엔지니어로 활동한 이재복 대표가 20여 년 RF 필터 기술의 연구·개

을 통해 기업의 윤리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

이 대표는 “정수기에 필요, 유익한 것은 통과시키고 유해한 것은 걸

계기 장비의 핵심 부품을 연구개발하고 판매하는 RF 필터 전문기업

러주는 필터가 있는 것처럼 전파, 주파수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여러 주파수를 통합시키는 동시에 잡음을 제

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필터가 있다”며 “사용하는 주파수에 등록

거해 통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호간섭 제거 필터를 개발, 국

된 통신사업자는 통과시키고, 타 사업자는 걸러주는 등 이동통신사

내외 이동통신사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한 대형 이동통신 사

업자가 사용하는 중계기, 기지국에 들어가는 전파 주파수 필터를 개

업자와 10년의 장기계약을 맺는 등 매출의 90%를 수출하며 ‘100만

발,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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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어 “부품기술들의 필터들은 국산화가 되어 있지만, 주파

이 대표는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해서 일본, 미국 등으로 직접 출하

수 간섭 제거에 대한 멀티플렉서, 많은 통신사업자를 하나로 묶는 다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올해 북미, 내년에는 유럽 쪽에도 회

중채널 필터들은 중국 등 해외는 물론 동종업계에 있는 큰 기업들도

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신사업자, 고객사들에 대해 공격적

시도를 하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의 채널 주파수 중, 한 개 채널만

인 영업력 확산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술을 알리고, 글로벌 시장의 상

특성이 나오지 않아도 제품 전체를 버려야 해서 개발이 까다로운 것

용화 확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다. 다른 기업들도 흉내 내고 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생산

기술력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회사 설립 3개월 만에

으로 이어져 안정된 기술로 나올 수 있는 필터 기술은 어렵다. 세상

연구소를 세우고 다양한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간 이랑텍은 전

이 회피하려는 기술이 우리한테는 창업이라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

직원의 1/3이 연구원일 정도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매출의

다”고 창업 배경을 덧붙였다.

15%를 투자해 매년 70건 이상의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다.

5G의 새로운 필터를 개발한 이랑텍은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공략에

차별화된 제조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을 선점하며 글로벌 통신사업

도 박차를 가하며 고객사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통신사업자

자 RF 부품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랑텍이 글로벌 5G 시

중심 경영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베트남

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에 법인을 설립한 이랑텍은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를 가동하여 향후

주목된다.

3년간 생산라인을 4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키파운드리, 어보브반도체에
차량용 전력반도체용 BCD 공정 제공
키파운드리는 어보브반도체에 차량용 전력반도체에 최적화된 신규

한 DMOS 공정을 하나의 칩에 구현한 BCD 공정 기술들이 필요하다.

공정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키파운드리는 향후 모터 드라이버 IC, 전력관리시스템(BMS), DC-

키파운드리가 공급하는 기술은 2세대 플래시 메모리 내장형 0.13 마

DC IC, 무선 충전 IC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용 전력 반도체 생산에

이크론 BCD(Bipolar-CMOS-DMOS) 공정이다. 이 공정은 1.5 V 고

BCD 공정이 확대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집적 로직, 8~40 V전력용 LDMOS와 64 Kbyte 내장형 플래시 메모

최원 어보브반도체 대표는 “어보브반도체는 주력인 가전제품용

리를 제공한다. 특히 모든 소자에 대해 자동차 전자부품 신뢰성 평가

MCU와 더불어 올해부터 차량용 MCU 제품 프로모션을 본격 전개

규정인 AEC-Q100의 Grade-1 인증을 획득했다.

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키파운드리사와 협력해 차량용 범용

어보브반도체는 키파운드리의 2세대 플래시 메모리 내장형 0.13 마

MCU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크론 BCD 공정을 이용해서 차량용 UFC(Universal Fast Charger)

이태종 키파운드리 대표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을 개발했다. 이 제품에는 전력용

하는 가운데, 키파운드리가 차량용 전력 반도체에 적합한 2세대 플

LDMOS 소자와 고집적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됐다. USB 파워딜리버

래시 메모리 내장형 0.13 마이크론 BCD 공정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

리(PD) 3.0과 레거시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 이 제품은 키파운드리의

며 “키파운드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품의 설계가 가능한 파운드

2세대 마이크론 BCD 공정을 이용한 첫번째 차량용 반도체 제품이다.

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용 반도체 제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

전력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 제어를 위한 바이

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폴라 공정, 디지털 신호 제어를 위한 CMOS 공정, 고전력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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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나노미터에서 시작하는 능동 나노 틈 소자 개발
5/6G 통신의 시대가 열리면서 테라헤르츠 주파수 등 장파장 전자기

증폭되면서 입사한 전자기파를 높은 비율로 투과시키며, 틈이 일

파의 제어 기술이 차세대 통신 및 보안의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다.

부만 닫히더라도 축전 기능이 사라져 투과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장파장 전자기파의 세기 및 편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동 광학 소자는

성질이 있다. 이런 성질은 일반적으로는 단점이지만, 틈을 가역적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

으로 열었다 닫을 수 있는 본 구조에서는 최소한의 외부 자극으로

다. 현재의 능동 광학 소자는 주로 전압 인가 및 광학적 여기를 통한

투과도를 1에서 0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으로 활

물성의 변화를 통해 소자의 광학적 기능성을 조절하는데, 현재까지

용할 수 있다.

의 시스템은 좁은 작동 주파수 범위, 낮은 ‘on’ 신호와 높은 ‘off’ 신호,

제작된 구조는 틈의 너비에 따라 마이크로파의 투과도를 0.001%에

그리고 반복된 작동에 따른 내구도 감소 등의 한계점을 가진다.

서 최대 85%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슬릿의 장축에 수직한 편광을

울산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김대식 교수, 그리고 강원대학교 물리학

7500:1의 선택도로 골라낼 수 있다. 또한 10,000번의 작동 이후에

과 정지윤 교수 공동연구팀은 유연한 기판 위에 금속을 쌓고 장력을

도 전혀 성능의 감소가 관찰되지 않아 우수한 내구성도 확인이 되었

가해 균열을 냄으로써 0 나노미터에서 시작하는 능동 틈 구조를 개

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마이크로파뿐 아니라 테라헤르츠 파, 나아가

발하였다. 이는 두 금속 층을 옆으로 맞닿도록 증착하고 횡방향 장력

중/근적외선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5G 및 6G 통신에 활용되

을 가할 경우 두 금속 층 사이가 벌어지면서 균열 구조가 생기는 것

는 차세대 능동 소자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연구는 Advanced

을 활용한 것으로, (그림 1) 나노미터 미만 수준으로 틈의 너비가 조

Optical Materials에 2021년 3월 “A Transformative Metasurface

절 가능한 슬릿 배열 구조가 제작되었다.

Based on Zerogap Embedded Template” 라는 논문명으로 출판되

금속 나노 틈 구조는 축전 효과에 의해 틈 내부에 전기장이 강하게

었다.

그림 1. (a-c) 맞닿은 두 금속 틈의 경계에 장력 인가에 따른 틈 구조가 형성되는 모식도. (a)와 (b)에서 각각다른 공정 조건으로 금속 층을 맞닿아 쌓을 경우, (c)에서와 같이 장력을 가했을 때 두
금속 층의 경계에 틈 구조가 생긴다. (d) 장력을 가하기 전 off 상태와 (e) 장력을 가한 on 상태의 전자현미경 이미지. (f) 10,000번 반복 하에서도 매우 높은 on/off 비율을 보이는 스위칭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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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학 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한
근적외선 형광물질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김유천 교수 연구팀이 한국과학

개발된 형과물질은 근적외선 영역에서의 흡광 및 발광을 통한 662

기술원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박지호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

나노미터(nm) 영역 레이저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가시광선 조

해서 기존 광역학 치료제(photo dynamic therapy, PDT)의 단점

영제가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깊이를 보였다면 연구팀의 기술은 밀

을 보완한 근적외선 형광물질 기반의 PDT를 개발했다. PDT는 약물

리미터까지 투과성을 가지며 진단 시 가시광역 조영제보다 100배

이나 유전자가 아닌 빛을 이용하는 치료법으로 레이저를 특정부위

이상 감도가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규명했다. 연구를 주도한 노

에 쬐어 산소를 독성을 갖는 활성산소로 변화시켜 세포를 자가 사멸

일구 박사과정 연구원은 “암세포 미토콘드리아에 오래 머물러 있어

(apoptosis)로 유도할 수 있는 기술로 피부병 치료 등 일상에서도 많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 원하는 부분에만 부작용 없이 효과적인 치료

이 활용되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용하는 PDT 조영제의 경

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치료 후 독성없이 분해돼 기존 조영

우 효율이 낮을 시 오히려 암세포의 유전변형이 발생해 치료효과 감

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

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2018년도 3월 25

해 원하는 위치에 많은 물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세

일자 표지논문에 게재됐다.

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치료효과를 집중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참고문헌]

PDT 조영제로 인해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공

[1] I. Noh, D. Lee, H. Kim, C.-U. Jeong, Y. Lee, J.-O. Ahn, H. Hyun,

격해 세포 사멸을 일으킨다.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일반 세포와

J.-H. Park, and Y.-C. Kim, “Enhanced Photodynamic Cancer

비교했을 때 미토콘드리아 막의 전위 차이가 높아 양전하의 소수성

Treatment by Mitochondria-Targeting and Brominated Near-

물질이 더 잘 투입되는 특성이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PDT 조영제

Infrared Fluorophores,” Adv. Sci. 5, 1700481 (2018).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타겟팅 그룹인 트리페닐포스
포늄, PDT 증강제인 브롬화물, 그리고 용해도 증가를 위한 아민 그룹
으로 구성된 물질을개발했다 (그림 1). 종양이 이식된 실험용 쥐에 주
입한 후 종양 부위에 빛을 조사해 항암효과를 유도했고 이를 분석했
을 때 효과적으로 표적 치료가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1. 완성된 물질의 화학구조와 근적외선 레이저 조사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타겟팅 효과의 상상도. Data from Noh at el. Adv. Sci. 2018; 5; article no. 170048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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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레이저 세기 1023 W/cm2 달성
1960년 레이저의 출현 이후 Q 스위칭 기술과 모드잠금 기술의 개

1은 페타와트 레이저의 표적 챔버 내부 사진을 보여주며, 중앙의

발을 통해 레이저의 출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

금 코팅된 대구경 포물면 거울은 4 PW 레이저 빔을 집속하며, 붉

로 여러 연구 기관들에서 PW (페타와트) 레이저 시설들이 구축되었

은 색 대물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집속된 빔의 형상을

거나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PW 출력의 초고출력 레이저는 강력장

측정한다.

물리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이번 연구를 통해 최초로 구현된 1023 W/cm2 세기의 초강력 레이저

의 세기는 레이저의 에너지를 펄스 폭과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

를 이용하면 양자전기동역학에서 예측하는 비선형 콤프턴 산란과

되며, 레이저의 집속 세기는 레이저-물질 상호작용의 물리현상을 결

브라이트-휠러 쌍생성, 그리고 복사압 이온 가속 공정과 같은 극한

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2004년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진이 1022

영역에서의 새로운 물리 현상들을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cm 세기에 처음 도달한 이후 지금까지 10 W/cm 세기에 다다

이번 연구 결과는 “Realization of laser intensity over 1023 W/cm2”

른 연구진은 없었다. 1023 W/cm2 이상의 레이저 세기에서는 기존에

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Optica (IF 9.778)에 금년 5월 게재되었

탐구하지 못했던 극한 영역에서의 새로운 물리 현상들이 나타날 것

으며, 관련 기사가 phys.org [1]와 SciTech Daily [2]에도 보도되었다.

2

23

2

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양자전기동역학에 따르면 이 레이저 세기에
서 비선형 콤프턴 산란과 브라이트-휠러 쌍생성이 나타날 것으로

[참고문헌]

이론적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 유럽연합의 ELI(Extrem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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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4 PW 레이저 빔을 효율적으로 집속함으로써 레이저 집속
세기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출력 레이저
에서는 레이저 빔의 증폭 및 전송 과정에서 파면 왜곡이 발생해 레이
저 빔을 회절한계까지 집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경 310 mm, 채널 수 127개인 대구경 변형
거울을 이용하여 레이저 빔의 파면 왜곡을 효과적으로 보정하였고,
파면 보정된 레이저 빔을 f/1.1의 대구경 비축 포물면 거울을 이용하
여 강하게 집속하였다. 그 결과 4 페타와트 레이저 빔을 지름 1 마이
크로미터의 초소형 초점에 모을 수 있었고, 이때 최대 1.4×1023 W/
cm2, 평균 1.1×1023 W/cm2의 집속 빔 세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그림 1. 페타와트 레이저 실험을 위한 표적 챔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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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심부조직 내 효율적인 광초점 형성을 위한
새로운 현미경 기술 개발

그림 1. 입사광의 개구수 제어를 통한 효율적인 광초점 파면제어. (위) 생체조직에 의한 산란 정도
를 transport mean free path로 표기시 입사광의 개구수에 따라 목표 초점면에 도달하는 빛의
진폭을 입사광의 공간주파수 성분별로 측정한 결과. 개구수가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제어 가능한
에너지가 낮은 공간주파수 성분에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음. (아래) 입사광의 개구수만을 제한하
여 두꺼운 생체조직 너머 형광비드를 영상화한 모습. 생체조직 자체의 산란을 이용하여 해상도 저
하는 최소화하며 영상 품질을 극대화함을 확인할 수 있음. Data from Jin et al. Optica 2021; 8;
pp. 428-437 [1].

일상 속에서 레이저나 손전등 등을 벽이나 혹은 자신의 손에 쏴 봤을

존 진행 방향을 유지한다는 특징에 착안해 상대적으로 높은 각도에

때 빛이 반대편으로 곧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뿌옇게 퍼지는 것을 볼

서 조직에 입사하는 빛보다 낮은 각도에서 입사하는 빛이 조직 내에

수 있다. 이는 빛이 물체를 투과할 때 물체를 이루는 구성성분의 굴

서 더 적은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는 간단한 원리를 사용하여 입사되

절률 분포와 그 두께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산란되기 때문이다. 만약

는 빛의 각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파면제어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벽 또는 생체조직 너머에 우리가 보고 싶은 물체가 있다면 물체에 빛

확인하였으며(그림 1), 해당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입사광의 개구수

이 도달하기도 전에 그 분포가 무작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벽 너머

를 제어하는 것만으로도 700 µm 이상 두께의 뇌조직을 통과하여

물체를 고해상도로 관찰하기란 매우 어려워진다.

형광 이미징시 기존 기술 대비 형광신호 세기는 8.9배, 형광원과 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란되는 빛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파면

변 배경 간 신호 대비는 2.1 배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선보

왜곡제어 기술이 등장하였다. 빛 자체를 제어하여 생물 조직 내의 세

였다. 연구결과는 Optica지 4월호에 논문명 “Limiting the incident

포나 단백질, 지질 등에 의해 왜곡된 빛 마저도 한 지점으로 모아 활

NA for efficient wavefront

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빛의 파면을 제어하여 최적의 파면

shaping through thin anisotropic scattering media”로 게재되었다.

을 얻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긴 시간 동안 조직에 입사하는 파면을 바
꾸면서 그 결과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

[참고문헌]

컬공학과 박정훈 교수 연구팀은 본 연구를 통해 생체 조직에서 파면

[1] H. Jin, B. Hwang, S. Lee, and J.-H. Park, “Limiting the incident

왜곡제어 기술을 사용할 때 동 시간 대비 더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

NA for efficient wavefront shaping through thin anisotropic

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scattering media,” Optica 8, 428-437 (2021).

빛이 생체 조직을 투과 할 때 일정 두께 내에선 대부분 빛성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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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m급 수직 나노갭 메타물질 기반
‘단일분자층’ 기록적인 검출 신호 달성
울산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이종원 교수와 한국기계연구원 나
노공정장비연구실 정주연 박사 공동 연구팀은 입사된 중적외선 특
정파장의 빛을 대부분 흡수하여 거대 근접장 강화 및 센싱 표면 극대
화가 가능한 수직 나노갭 메타물질 센싱 플랫폼을 개발했다. 일반적
으로, 메타물질 흡수체는 금속-유전체-금속으로 구성된다. 근접장
강화를 위해 완벽한 적외선 흡수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십 또는
수백 나노미터의 특정한 유전층 두께가 요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근접장은 유전층과 상부금속층 계면사이에 유도되어 분자 접근성이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가운데 유전층에 강하게 유도되는 근접장에
분자를 접근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지난 수년 동안 수평방
향의 나노갭에서 강력하게 유도되는 근접장을 활용하여 분자검출을
시도해왔으나, 강화된 근접장 분포가 매우 협소하여 높은 분자검출
신호를 얻는데 제한적이었고 전자빔 리소그래피와 같은 고해상도

그림 1. (a) 10nm 수직 나노갭 메타물질 기반 분자검출 센서 개념도. (b) 10nm 수직 나노갭
메타물질 단위구조. (c) 제작된 메타물질 상부 전자 현미경 사진 (상) 및 측면 투과 전자 현
미경 사진 (하). Data from Hwang et al. Small Methods 2021; article no. 2100277 [1].

리소그래피 공정이 별도로 요구되어 공정비용이 높으며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유전
층 박막을 10 nm 두께로 얇게 증착하고 유전층을 선택적으로 등방

신호 약 10%) 향상된 결과이다. 두께 10 nm급 초박막 유전체층으로

성 건식 식각하는 공정기술을 통해 10 nm급의 얇은 수직 나노갭을

구성된 메타물질 흡수체의 제한된 근접장 향상 및 노출표면 효율성

갖은 메타물질 흡수체를 제작하였으며 (그림1), 본 연구에서 제안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첫 연구 성과이고,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기법은 낮은 공정비용과 대면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공정을 통해 대면적으로 제작되어 대량생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개발된 메타물질의 단위구조체는 십자형 안테나 현상으로 설계되어

개발된 메타물질은 단일분자층임에도 불구하고 분자진동을 상당히

적외선 빛의 편광 선택성을 완화하였다. 또한, 나노임프린트 및 등방

증폭시킬 수 있고 초소형화 및 대량생산성을 갖춘 센싱 플랫폼으로

성 건식 식각 공적을 통해 메타물질의 두 금속층 나노갭 표면 사이에

써 차세대 생체분자, 유해물질 및 가스센서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

서 유도된 근접장 강화영역이 노출되어 검출분자 접근성이 매우 향

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2021년 5월 Small Methods 저널에 게

상되고 수직 나노갭에 유도되는 거대 근접장 강화효과는 적외선 분

재되었다.

자 진동모드와 강력한 상호작용을 통해 적외선 분자흡수 신호를 매
우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참고문헌]

이번에 개발한 메타물질은 약 2.8 nm 두께의 단일분자층

[1] I. Hwang, M. Kim, J. Yu, J. Lee, J.-H. Choi, S. A. Park, W. S.

(1-octadecanethiol (ODT)) 검출에서 약 36%의 반사차이

Chang, J. Lee, and J.-Y. Jung, “Ultrasensitive molecule detection

(Reflection Difference) 검출신호를 얻었으며, 이는 단일분자층 검

based on infrared metamaterial absorber with vertical nanogap,”

출에서 가장 높은 결과이고 기존대비 약 300% (기존 반사차이 검출

Small Methods 210027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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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소자를 위한 친환경 양자점 소재 개발

그림 1. (a) 단량체 공급 속도에 따른 양자점의 성장 곡선 (b) 단량체 공급 속도와 확산 속도를 고려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c) 1600 nm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InAs 양자점 소재. Data from
Kim et al. Nat. Commun. 2021; 13; article no. 3013 [1].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의 정소희 교수가 이끄는 인공원자 양자재단

다고 이해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 제어에 한계를

연구팀이 나노 입자의 성장 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중적외선을 흡수

보여왔다.

하는 친환경 양자점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는 Nature

연구팀은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하여 단량

Communications 지에 2021년 5월에 게재되었다. [1].

체의 반응성에 크게 좌우되던 기존의 나노 입자 성장 모델과는 달리

적외선은 파장 범위에 따라 군사, 의료, 광통신, 혹은 온도 감지 센서

단량체의 공급 속도와 확산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성장 모델

나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 등 최근 주목받는 현대기술에 이르기까지

을 제시하였다. [그림 1(a), 1(b)]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InAs 나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적외선의 흡수 혹은 방출이 가능

입자를 이상적인 조건으로 성장시킨 결과, 지름을 9 nm 까지 성장

한 작은 밴드 에너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납이나 수은 등 중

하여 1600 nm 부근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양자점 소재를 개발하였

금속을 포함하는 화합물 반도체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원하는

다. 개발하였다 [그림 1(c)]. 확산 속도 제어를 기반으로 한 나노 입자

영역의 파장을 얻기 위해서 합금(alloy)을 통한 물질 개발이 진행되

성장은 III-V족 외에도 다양한 나노 입자에 응용되어 새로운 메타물

어왔으나 격자 상수 매칭 등의 문제로 인해 조절 가능한 파장의 영역

질의 합성에 응용될 수 있다.

대가 크게 제한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자구속효과를 이용하여 적외선을 흡

[참고문헌]

수/발광하는 무연무카드뮴 양자점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1] T. Kim, S. Park, and S. Jeong, “Diffusion dynamics controlled

최근 주목받고 있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연속적인 밴드 에너지 조

colloidal synthesis of highly monodisperse InAs nanocrystals,”

절이 가능한 양자점은 일반적인 적외선 소재의 파장 한계를 넘어설

Nat. Commun. 12, 3013 (2021).

수 있으며, PbS 양자점을 활용한 센서는 이미 상용화 단계이다. 그러
나 상대적으로 크기 조절이 용이한 칼코젠 기반 양자점 소재와는 다
르게, III-V족 기반의 양자점은 용액상에서 복잡한 성장 경로를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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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커질수록 문턱에너지가 감소하는,
폴라리톤 기반의 PT 대칭성 상온 구현

그림 1 . (a) 정육각형 공진기 내부에 형성된 폴라리톤에서 엑시톤을 매개로 하여 정삼각형 광학적 모드와 역삼각형 광학적 모드가 coupling 하는 개념도 (b) 손실이 조절되는 기판의 전자현미경 사진.
중앙으로 갈수록 홈의 폭이 좁아져 막대와 닿는 면적이 증가되어 손실이 커짐 (c) 손실이 조절되는 기판 위에 올려진 정육각형 마이크로 막대 공진기 개념도. 기판에 의한 손실이 증가할수록 작동에
필요한 문턱 에너지가 감소하는 독특한 현상이 관측됨. Data from Kim et al. Nat. Photon. 2021 [1].

이득(gain)이 필요한 레이저 시스템에서 손실(loss)이 있는 경우에

했다. 이 중 역삼각형 모드에 대해서만 손실 크기를 연속적으로 조절할

는 작동에 필요한 문턱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손실은 가

수 있도록 나비넥타이 모양으로 홈이 파여진 기판과 결합했는데, 이를

능한 줄이거나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 존

통해 손실이 증가할수록 문턱에너지가 도리어 감소하는 특이한 결과

재하는 PT 대칭성 (parity-time reversal symmetry) 및 붕괴 개념을

를 상온에서 관측했다. 이는 손실이 클수록 문턱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수학적인 유사성을 통해 광학 시스템에 적용하면, 손실을 작동에 유

일반적인 직관과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기존에 빛을 이용한 PT 대칭성

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시스템과는 달리 단 하나의 반도체 마이크로 공진기 만을 이용하여 상

빛을 이용한 PT 대칭성을 갖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간적으

온에서 폴라리톤 기반의 PT 대칭성을 구현했다.

로 분리된 두 개 이상의 광학적 단위구조를 오차 없이 동일하게 제작

이와 같은 PT 대칭성을 적용한 시스템은 손실을 오히려 이용해서 결

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손실과 이득을 조절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

과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흥미로운 플랫폼으로, 레이저의

용해야 했다.

문턱에너지를 낮추거나, 비선형 광소자, 빛의 방향성을 제어할 수 있

한국과학기술원 조용훈 교수 연구팀은 빛과는 달리 상호작용이 높고,

는 비가역적인 소자, 그리고 초유체 기반의 양자 광소자에 응용될 수

엑시톤과 빛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 폴라리톤을 이용해 단 한 개의 정

있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6월 10

육각형 마이크로 막대 공진기 내부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모드 사이

일자로 온라인 게재됐다.

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고안했다(그림 1). 육각 대
칭성을 갖는 단일 공진기 내부에는 정삼각형 및 역삼각형 형태의 경로

[참고문헌]

를 갖는 에너지가 동일한 두 개의 빛의 모드가 상호작용 없이 존재하

[1] H. G. Song, M. Choi, K. Y. Woo, C. H. Park, and Y.-H. Cho,

게 되는데, 빛 대신 폴라리톤을 이용하면 엑시톤을 매개로 하여 두 개

“Room-temperature polaritonic non-Hermitian system with

의 다른 모드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

single microcavity,” Nat. Phot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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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키분배는 물론 양자센싱의
핵심도구가 될 퀀텀레이저 연구
코펜하겐 해석으로 일컬어지는 양자역학의 핵심은 (양자)물체를 보

되었던 양자얽힘쌍 생성을 일반 레이저 수준의 결맞음광학으로 구

는 관점에 있어 입자성과 파동성의 상보성이고, 양자역학의 주요 결

현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입증하였다. Scientific Repots 2021년 4

론은 양자중첩에 있어 선형과 측정에 있어 Born 법칙으로 불리는 진

월호에 게재된 양자정보이론에 의하면 레이저에서 발생한 빛은 결

폭확률(amplitude probability)이다. 입자성과 파동성은 상호 배타적

맞음상태로써 푸아송 분포에 의한 Fock state의 중첩에 의해 그 입

으로 동시관측이 불가하기에 양자역학은 특히 빛에 관한 양자정보

자성이 결정되기에, 양자성의 조건이 되는 반상관관계를 만족하지

이론은 입자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두 개 이상의 개별 입자들

못한다. 그러나, 파동성 해석으로 양자성을 설명하는 관계에서, 빛가

이 서로 결합되는 양자얽힘에 있어 양자결맞음은 핵심근간이 되는

르개에 의해 나누어진 빛쌍은 완벽하게 양자얽힘쌍 위상조건, 즉 파

데, 아쉽게도 상보적 원리에 의해 위상에 대한 정보가 입자성 논점에

장의 반의반에 해당하는 위상차를 만족하여 반상관관계를 충족한다

서는 불가하기에, 양자정보는 다만 확률적 측정에 의한 에너지 상태

[그림 1(a)]. 또한, 얽힘빛쌍은 양자역학적 정의에 의해 얽힘쌍을 이

로만 규정된다. 예를 들면 양자얽힘을 증명하는 주요한 두 개의 방법

루는 두 개의 기저사이의 발생중첩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중 하나가 되는 빛가르개상에서 나타나는 반상관성(anticorrelation;

에서는 두 개의 양자얽힘 원리를 충족하기 위해, 빛가르개에 의해 대

Hong-Ou-Mandel dip) 혹은 광자들의 뭉침(photon bunching) 현

칭적 위상차를 갖는 빛 쌍을 이용하여 출력경로를 무작위적이게 하

상은 한 쪽 경로로만 출력되는 특이한 현상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

였는데, 이 무작위성이 양자중첩에 있어 핵심원리임을 밝혔다. 대칭

는 특이한 현상이라기보다는 개별 빛의 파동성 즉 자기간섭에 의한

적 경로위상차를 두 개의 acousto-optic modulator (AOM)으로 생

중첩으로 완전히 이해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측정이라는 신의 주사

성하고[그림 1(b)-1(c)], 회절되지 않은 원래의 빛과 대칭경로적으로

위 놀이 뒤에 숨겨졌던 얽힘광자쌍 사이의 위상관계도 해당 파장의

혼합함으로써[그림 1(b), 1(d)], 양자얽힘쌍이 갖는 특정위상차와 동

반의 반에 해당하는 위상으로 밝혀졌고, 실험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시 기저상태(출력방향)의 경로중첩을 충족하여, 거시적 얽힘빛쌍 생

지난 수십 년간 양자컴퓨터나 양자키분배로써 미시적 입자성에 기

성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얽힘빛쌍은 레이저 빛

초한 양자이론은 구현되고 있는데, 거시적 양자얽힘쌍 사용은 확률

과 동일하게 거시적이므로 “양자레이저”라 명명했으며, 양자레이

적 측정에 있어 신뢰도(fidelity) 우위라는 이점을 확보한다. 그러나,

저는 양자키분배는 물론 양자센싱을 구현하는 핵심도구가 될 전

거시적 양자얽힘쌍은 주변환경에 의한 결맞음 감쇄로부터 자유롭지

망이다.

못하고, 그 생성율 자체도 기하
급수적 감쇄를 가져오기에, 무
엇보다도 확정적이고 거시적인
양자얽힘쌍 발생은 양자정보구
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양자
센싱 분야적용에 있어서는 가히
절대적이다.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함병승 교
수는 기존 미시적 세계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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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퀀텀레이저. (a) 이중 마하젠더 구조. (b) 무작위성에 기초한 얽힘빛쌍 사이의 중첩. (c) AOM을 이용한 무작위성 발생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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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광합성으로부터 전기에너지 수확!

연세대학교 류원형 교수팀과 황성주 교수팀은 시금치로부터 추출한

박리화된 루테늄 산화물 나노시트는 전기영동을 통하여 전극에 소

틸라코이드와 2차원 루테늄 산화물 나노시트로 제작된 식물 광합성

량 도포되었으며, 틸라코이드는 시금치에서 추출하여 전극에 도포

전지를 개발하였으며, 이로부터 소형 계산기 구동에 성공하였다. 이

하였다. 루테늄 산화물 나노시트는 정전기적 인력을 통하여 틸라코

에 대한 내용은 올해 5월 Science Advance에 발표되었으며, 관련 연

이드를 전극 표면에 부착시킬 수 있고, 수소이온 흡착 및 표면의 부

구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분적인 극성으로 광합성 전자 추출 효율이 향상되었다 (그림 1). 광합

식물은 광합성 과정에서 빛을 흡수하고 물을 분해하여 수소이온, 산

성 전지는 루테늄 산화물 나노시트 전극에 틸라코이드가 부착돼 광

소, 그리고 높은 에너지를 갖는 광합성 전자를 생성한다. 식물로부터

합성 전자가 추출되는 음극과 백금 촉매가 함유된 탄소전극인 양극

추출된 광합성 복합체인 틸라코이드의 광합성 결과로 얻어진 고에

으로 구성됐다. 제작된 광합성 전지는 음극 기준 1 cm2의 면적에서

너지 전자를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성된 광합성 전자를 에

광합성이 진행될 때 개방회로전압 약 420 mV, 최대 단락 전류 8.84

너지 손실을 최소화시키며 전극으로 추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

μA, 최대전력 0.74 μW로 측정됐다. 2 개의 전지를 병렬연결하여 전

된 연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합성 복합체와 전극간 화학결합

류를 증가시켰고, 이를 4개 직렬연결하여 전압을 증가시켜 이에 연

을 유도하거나 인공 매개체를 주입하였으나, 광합성 전자가 화학결

결된 소형계산기가 구동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2).

합이나 인공 매개체를 통해 이동/추출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본 연구결과는 식물 광합성을 이용하여 광합성 전기에너지를 생산

발생하였다. 이에 연구팀은 틸라코이드(thylakoid)에서 일어나는 전

하고, 실제로 소형 전자계산기를 구동하여 광합성 에너지 하베스팅

자전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도성이 좋고, 수소이온 흡/탈

의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식물 광합성으로 전기를

착을 통해 수퍼커패시터 특성을 갖는 단일층의 금속 산화물인 루테

만들어내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일종으로 실용화에 성공

늄 산화물(Ruthenium oxide, RuO2) 나노시트(nanosheet)를 접합하

한다면 높은 효율로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을 것

여 전극에 적용하였으며 광합성 전자 추출 효율과 전류 밀도를 향상

으로 기대된다.

시켰다.

그림 1 . 루테늄 산화물 나노시트를 이용한 광합성 전자추출 향상 모식도

그림 2 . 다수의 광합성 전지의 연결을 통한 소형계산기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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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PULSE / 초민감도, 배열화에 적합한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광기계 초음파 센서

Fig. 1 Concept of new OMUS and innovative split-rib waveguide. Data from Westerveld et al. Nat. Photon. 2021; 15; pp. 341-345 [1].

초민감도, 배열화에 적합한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광기계 초음파 센서

실시간으로 2차원 혹은 3차원의 초음파 또는 광음향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초음파 센서 픽셀로 구
성된 센서 매트릭스가 필요하다. 최근 벨기에의 IMEC 연구진은 크기가 작고 민감도는 수백 배 향상된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광기계 초음파 센서 기술을 소개하였다. 제안된 센서는 매우 단순한 판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초음파 혹은 광음향를 이용한 다양한 의료 진단 및 의학 관련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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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광기계 초음파 센서는 링 공진기(ring resonator), 광도파로(waveguide), 실리
콘 박막 덮개(silicon slab)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a)]. 링 공진기와 광도파로는 SOI 웨이퍼의 실리콘 층에 형
성되어 있고, 실리콘 박막 덮개는 이들로부터 미세하게 떨어져 있다[Fig. 1(b)], 외부에서 초음파 신호가 인가
되면 실리콘 박막 덮개와 링 공진기 사이의 거리가 미세하게 변화하는데, 이 거리 변화 때문에 링 공진기 내에
서 진행하는 광도파 모드의 유효 굴절률은 상당히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링 공진기의 공진 파장(resonance
wavelength)이 변화하게 되고[Fig. 1(c)], 이를 분석하여 초음파 센싱이 가능하다.
제안된 센서는 기존의 센서 매트릭스에 사용되고 있는 piezoelectric 센서보다 수백 배 향상된 민감도를 가지
고 있어 음파 신호가 매우 약한 두개골 내의 뇌 스캐닝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해
상도 향상을 위하여 픽셀 크기를 줄일 경우 발생하는 민감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기존의 센서 매트릭스에서는 각 픽셀에서 발생한 정보를 외부로 읽어내는 판독 회로가 필수적이었지만, 제
안된 광공진기 방식에서는 직경이 조금씩 다른 링 공진기를 사용하여 센서 매트릭스를 구성할 경우 각 공진기
가 자신만의 공진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파장 다중화 기법을 활용하여 판독 구조를 상당히 단순화하고 실리콘
포토닉스 IC에 저비용으로 집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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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해상도 패터닝용 포토레지스트

1. 서 론

고 있다. 이번 특집호에서는 초고해상도 패터닝 기술과 사용되는 포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킨 컴퓨터 및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고

토레지스트 물질과 원리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관련분야의 최근 연

성능화,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의 주 원동력은 지난 십수 년간 무어

구동향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의 법칙을 따라 약 2년에 2배씩 증가된 집적회로 기술이다. 집적회
로(integrated circuit)는 하나의 반도체 기판 위에 무수히 많은 수의

2. 포토레지스트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콘덴서, 코일 등의 전자소자를 새겨 놓
은 전자소자 시스템이다. 판화에 선을 새겨 넣듯이 기판 위에 설계된

2.1 패턴 전사방식에 따른 포토레지스트 분류

회로도를 그리는 과정을 패터닝(patterning)이라고 하며, 사진을 찍

노광영역의 포토레지스트에서 일어나는 화학적/구조적 변화에 따라

듯 빛을 활용하는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가 가장 보편

negative 와 positive 포토레지스트로 구분지어진다. Negative tone

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포토리소그래피는 빛의 조사 여부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받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화학반응에

에 따라 달리 감응하는 고분자재료(감광고분자)가 주 성분인 포토레

의해 고분자 사슬들 간에 가교(cross-linking)반응이 발생해서 3차

지스트(photoresist, PR)를 반도체 웨이퍼 위에 얇게 도포한 후, 패턴

원 망상구조를 만들거나 기능기가 광화학반응에 의해 현상액에 녹

이 그려진 마스크(mask)를 통과한 레이저 노출 부분에 한하여 선택

지 않게 바뀜으로써, 노광영역이 현상공정이후에 남게 되는, 즉 마스

적으로 노광을 진행한다. 포토레지스트에 도달한 빛의 유/무 혹은 그

크 형상과 다른 부분이 남게 된다. 반면 Positive tone 포토레지스트

강/약에 따라서 감광성 고분자의 화학적/물리적 구조가 변화하여 현

는 빛에 노출된 영역이 현상액에 대한 용해성이 증가하게 되어, 현상

상액에 대한 용해도 차이를 만들게 된다. 전사된 패턴에 따라 현상

과정에서 씻겨 나가고 비노광영역이 기판 위에 남게 된다. (그림 1)

공정에서는 포토레지스트의 일부가 기판 위에 남게 되며, 이어지는
식각공정에서 불화수소와 같은 식각액에 견뎌내어(resist) 미세패턴
이 실리콘웨이퍼 기판위에 형상화가 된다. 식각 공정 후 포토레지스
트는 모두 제거되고, 원하는 패턴이 새겨진 금속 물질이나 반도체 물
질을 배선이나 반도체 물질로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의 발전은 노광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DUV(deep ultraviolet) 광원의 파장대는 284 nm에서 현재 193 nm
로 짧아졌고, 물까지 추가로 통과시키면서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액침(immersion) 불화아르곤(ArF) 노광기술 덕

그림 1. Positive tone 레지스트와 negative tone resist의 기본 원리.

분인데, 현재 반도체 소자 양산엔 193 nm 파장의 DUV (Deep Ultra
Violet) 광원을 사용한 공정이 활용되고 있으나, 10 nm 이하의 패터

2.2. 빛의 파장에 따른 포토레지스트 분류

닝을 위한 EUV(extreme ultra violet) 기술이 양산에 적용되기 시작

감응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도 포토레지스트를 분류할 수 있다.

되었으며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

포토리소그래피로 얻는 패턴의 해상도(resolution)는, 레일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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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해상도 = k1λ/NA)에 의하면 1) 사용되는 빛의 파장(λ )을 줄이거

방식의 maskless microlithography용 포토레지스트도 있다. 이때 광

나, 2) resist/mask와 같은 공정 요소와 조명계 조건과 같은 optical

원은 전자선(electron beam)이나 이온선(ion beam) 등을 이용하게

scheme 요소들의 영향성을 포함하는 계수 k1을 줄이거나, 3) 조리개

되는데, 먼저 조작하는 컴퓨터에 반도체 회로를 입력하고 그 입력된

(aperture) 값 NA(numerical aperture, 개구수)을 크게 하여 향상 시

정보에 따라 광원, 또는 wafer stage를 조작함으로써 패턴을 직접 그

킬 수 있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회로 구성을 위한 패턴의

려 넣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전자선이나 이온선에 민감하게 반응하

해상도를 키우기 위해, 리소그래피 공정에 사용하는 빛의 파장은 계

는 포토레지스트를 필요로 하게 된다.

속 짧아져왔으며, 그에 따라 포토레지스트도 각기 다른 빛의 파장에
서 최고의 감도를 가질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2.3. 포토레지스트 성능 인자

고압 수은등(high pressure Hg lamp)에서 발생하는 빛을 광학필

포토레지스트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도

터로 걸러 436 nm (G-line) 또는 365 nm (I-line)의 빛을 패터닝에

(resolution)이다. 포토레지스트가 얼마나 작은 크기의 패턴을 왜곡

이용하는 저해상도 포토레지스트의 경우에는 PAC(photo-active

없이 정확하게 구현해 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성능이다. 민감성

compound) 형 포토레지스트가 주로 사용된다. 빛이 직접적으로 화

(photosensitivity)은 일정한 크기의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 포토레지

학물질 자체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 특정 용매에 대한 용해성이

스트에 노광되는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는 인자이다. 주로 광감응성

달라지게 한다. G-line 포토레지스트는 436 nm의 빛의 파장에 감응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 패턴 거칠기(line etch roughness, LER)는 구

하여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패턴을 형성하는 종류로 250 nm의 해

현된 패턴의 거칠기를 의미하는 인자이다. 형성된 패턴이 거칠게 되

상력을 가지며 주로 LCD등 디스플레이에 사용된다. I-line 포토레지

면 일정 길이의 패턴의 폭이 심하게 변화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그 패

스트는 365 nm의 빛에 의해 180 nm의 해상력을 갖는 포토레지스

턴을 통해 만들어진 회로의 전기적인 특성이 떨어지게 된다. 패턴의

트이다. G-line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고분자를 사용하나, 감광제는

크기가 작아질수록 패턴 거칠기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보통

365 nm의 빛에 가장 높은 양자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

의 경우 패턴의 크기의 10% 정도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패턴의 크

하여 사용한다. 500 nm 이상의 큰 선폭의 배선 패턴 형성이나 습식

기가 작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 나노 대의 LER

이나 건식 에칭마스크, 이온 임플란트 공정마스크, 금속 증착 패터닝

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

리프트 오프 공정 마스크 등에 사용된다.

광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형성된 포토레지스트의 패턴은 그대로 사

더 높은 해상도가 요구되면서 DUV (deep ultraviolet) 광원이 개발

용되는 것이 아니라 에칭이나 이온 주입 공정 등을 통해 기판에 패턴

되었다. 크립톤-플루오라이드(Kr-F)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광원

이 전사되는 공정을 완료되기까지 변형이나 분해되지 않아야 하는

(248 nm)에 고감도를 가지며 약 120 nm의 해상도를 가지는 화학증

특성을 지녀야 하며 이를 내에칭성(etch resistance) 이라고 한다. 내

폭형 포토레지스트(chemically amplified resis)가 본격적으로 사용

에칭성은 주로 포토레지스트에 사용되는 고분자의 내열성 및 기계

되었다. 193 nm 파장의 아르곤-플루오라이드(ArF) 엑시머 레이저에

적 성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패턴의 크기

높은 감도를 갖는 포토레지스트, 렌즈와 포토레지스트 사이에 공기

가 작아지면 포토레지스트의 두께도 낮아져야 하는데 이는 포토레

보다 굴절률이 높은 물을 채워 노광을 하는 액침(immersion) 기술

지스트 패턴의 aspect ratio(패턴의 높이를 패턴의 폭으로 나눈 값)

이 도입되어 45 nm 또는 30 nm 이상의 미세회로를 그릴 수 있게

가 커지면 공정 중에 패턴이 쓰러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

되었다.

다. 낮은 두께에서도 에칭 공정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내에칭성이

초고해상도 패터닝을 위한 EUV (extreme ultraviolet) 포토레지스트

고 해상력 포토레지스트에 요구된다.

는 파장이 13.5 nm의 빛에 감응하여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

패턴 안정성(pattern collapse)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패턴의 크기

는 화합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가 작아지면서 포토레지스트 패턴과 기판과의 접촉면이 적어지게

이 외에도 포토마스크 없이 광원이 미세하게 패턴을 직접 그려 넣는

되며 일정한 두께의 패턴을 쓰러짐 없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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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상 공정 및 후 현상 후 세정을 위해 사용하는 용액의 표면장

고 있다. 극자외선 빛은 매우 높은 에너지(92 eV)의 광자를 가지며

력에 의해 패턴이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100 nm 미만의 미

대부분의 매질의 밴드갭보다 작기에, EUV는 대부분의 물질에 쉽게

세한 패턴에서 이러한 쓰러짐이 많은데 안정된 패턴의 유지를 위해

흡수되며,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포토레지스

고분자의 기계적 특성과 기판과의 친화력 및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트를 설계해야 한다.

방법이 사용된다.

193 nm 광자의 흡수는 분자내의 전자가 ground 상태에서 exited
(전자 흥분) 상태로 이동하게 하지만, EUV 광자의 흡수는 전자가 분

3. 초고해상도 패터닝 기술, EUV 리소그래피

자에서 방출되도록 하여 라디칼 양이온 전공을 만들며, 해방된 전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의 도

는 추가 이온화 내지는 다른 반응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

래와 함께 전자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부

진다. 방출된 전자는 추가 이온화 등을 거쳐 차전자가 형성되고, 고

응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자의 초고집적화를 통한 고성능화가 필

분자 베이스 라디칼 양이온은 탈양성자화(산-염기 반응을 통해 브

수이다. 20 나노대 반도체에서부터는 기존의 ArF 레이저광을 이용

뢴스테드–로리 산에서 양성자를 제거하고 짝염기를 생성) 반응 등을

한 기술만으로는 가공이 어렵기에, 업계는 더블패터닝(DPT) 나아가

한다. (그림 2) 이러한 전자와 전공의 추가적 반응은 포토 레지스트

quadruple patterning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다. 이러한 멀티 패터닝

내부의 화학적 변화를 이끌고 추후 현상액에 대한 용해도 변화를 생

기술은 공정과정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EUV 리

성하게 된다. 따라서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위해서는 EUV 조사

소그래피는 매우 짧은 파장(13.5 nm)의 극자외선 빛을 이용해서 적

에 의해 발생하는 레지스트의 활성종(자유 라디칼, 강산 분자 등) 및

은 수의 공정을 거쳐 미세 패터닝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고에너지 전자의 확산 현상, 레지스트 박막 내부의 광화학반응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EUV 광화학의 기본 물리적 및 화학적 메커니

3-1 EUV 광자와 포토레지스트간의 광화학반응 메커니즘

즘을 밝히기 위한 실험적, 이론적 연구와 함께, 여러 메커니즘의 가

EUV 리소그래피는 193 nm의 빛을 사용하던 DUV리소그래피에 비

정하에, 광민감도 및 양자 효율 향상에 수반되는 패턴선폭 거칠기 등

하여 훨씬 작은 파장의 13.5 nm 빛을 사용하면서 10 nm 이하의 패

광화학반응 메커니즘에 따른 레지스트 성능을 개선 할 수 있는 가능

터닝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산업의 핵심 기술로 각광받

성을 평가하는 연구 또한 그 중요성을 가진다.[1,2]

그림2. EUV 산 생성 매커니즘과 EUV 광전자와 PAG의 상호 작용.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2]. Copyright 2016, S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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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레지스트 구성 물질과 화학반응 형태에 따른 EUV용 레지스트. Reprinted with ref. [3]. Copyright 2020, MDPI.

그림4. 화학증폭형 포토레지스트 (CAR, chemically amplified resist) 기반 EUV 리소그래피 이미징 공정

광자의 이온화 및 2차전자 생성 메커니즘 규명과 더불어, 2차전자와

3-2. 화학증폭형 EUV 레지스트

레지스트 구성 물질 간의 이어지는 반응과 그에 따른 레지스트 물질

화학증폭형 레지스트(CAR, chemically amplified resist) DUV리쏘

내 화학적 구조적 변화, 그에 따른 현상액과의 상호작용의 변화 등에

그래피에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광화학 반응에 의해 광

대한 이해 및 규명 또한 EUV 레지스트 개발에 필수요소이다. 레지스

산생성자(PAG, photo-acid generator)에서 산이 생성되며, 이 산은

트 구성 물질과 화학반응의 형태에 따라 EUV용 레지스트는 화학증

고분자 수지를 공격하여 용해성을 바꾼다. (그림 4) 이때 산은 반응

폭형, 분자레지스트, 주쇄 절단형 포토레지스트, 유기금속화합물 기

의 촉매역할을 하여, PAG에 의해 발생된 산보다 많은 수의 화학반응

반 레지스트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림3)

을 일으키므로 화학증폭형 포토레지스트라고 한다. 매우 높은 에너
지의 EUV 광자는 레지스트 패턴 형성과정에 제한된 수만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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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따라서 광자의 불균질 한 공간적 분포(shot-noise effect)

소가 결합된 화학물) 었지만, EUV 레지스트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산

가 발생하여 패턴의 단면불균일도를 악화시키게 된다. 또한 CAR 동

증폭제는 높은 패턴 해상도를 위해 매우 강한 불산으로 만들어져야

작에 필수적인 PAG는 레지스트 대비 매우 소량 적용되므로, 레지스

한다. 감광제 전구체(PP, photosensitizer precursor)와 추가 공정을

트 박막내 생성된 산의 밀도는 기존의 ArF 리소그래피에 비해 현저

통해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photosensitized CARs 또한 존재한다.

히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EUV CAR에서는 광을 잘 흡수하는(high
absorption)고분자를 사용하거나, 포톤 당 생성되는 2차 전자 내지

3-3. 주쇄 절단형 포토레지스트 (chain scission resist)

는 산의 생성을 늘려 양자효율을 증가시켜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방

노광에 의해 레지스트 주 성분인 고분자 수지의 주쇄가 절단되어 용

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해도 변화가 생기는 주쇄 절단 포토레지스트 또한 EUV 레지스트로
발전되었다. 탄소가 주성분인 고분자의 메인 체인이 EUV 광자의 높
은 에너지에 의하여 라디칼 반응을 일으켜 절단되어 현상 시 용해
속도가 증가하게된다. 2019년 9월 SPIE에서 발표한 IMEC과 일본
Zeon Co. 공동의 레지스트는 positive PR로서 주쇄 절단형 레지스
트를 발표하였으며, 높은 해상도와 낮은 LER, 리소그래피 공정도안
장시간의 필름 안정성, 낮은 가스 배출 등의 장점을 가진다고 발표하
였다.[7,8] (그림 6)

그림5. 원자에 따른 광방출 단면적 크기.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4].
Copyright 2016, Elsevier.

EUV광자 에너지는 레지스트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이온화 에너
지보다 높기에, 레지스트 재료의 광흡수는 주로 원자 구성에 의
해 결정된다(그림 5). 유기물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원소들 중에서
는 산소가 탄소나 수소 보다 photoemission이 높아, 레지스트 내
의 산소 비율을 높여 photon absorption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또
한, EUV 흡광도(absorption)를 높이기 위한 노력 중 대표적인 것

그림6. 주쇄절단형 레지스트의 메커니즘. (a) main chain 절단, (b) side chain 절단 메
커니즘.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7]. Copyright 2020, Royal Society
Chemistry.

은 불소 (fluorine) 원자를 고분자 사슬에 추가하는 것이다. 2008년
Sasaki는 불소를 포함한 고분자가 불소를 불포함 한 경우에 비해 10

3-4. Molecular Glass Resist

배이상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고, 이 후에도 불소를 활용한 EUV

Molecular glass resist는 상온에서 무정형 (amorphous)의 안정

레지스트 absorption 증가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5]. 2013년에는

한 단분산 유기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능성 물질이다. Molecular

Christianson이 자유 전자를 가진 t-butyl trifluoromethacrylate를

glasses은 분자 구조와 분자량이 정해져 있지만, 좋은 필름을 형성할

사용했는데 해상도가 35 nm line, space까지 나왔고 exposure dose

수 있을 만큼 크며, 이론상으로는 명확하게 규정된 구조때문에 레지

10.3 mJ/㎠에 불과했다[6]. 레지스트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

스트 특성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다. CAR에 비해, 작은 분자들로 구성

증폭제( AAs, acid amplifiers) 를 이용할 수 있다. 산 증폭제 (AA)은

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해상도 패터닝과 작은 LER을 얻을 수 있다는

촉매 산의 존재 하에서 분해되어 더 많은 산을 생성하는 화합물이다.

장점이 있다. 또한, 레지스트 내에 free volume이 작기 때문에 PAG

초기 산 증폭제는는 일반적으로 약한 sulfonic acid (술폰산, 탄화수

에 의한 영향 (stochastic effect) 이 local critical dimension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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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Molecular glass resist의 구성요소. (a) 코어로 구성된 분자와, 빛을 받은 부분의 용해도가 변하는 산성 작용기로 이루어짐.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9]. Copyright 2008,
Wiley-VCH. (b) Branched MG resist, (c) ring MG resist의 화학적 구조.

그림8. Inorganic core와 organic shell 로 이루어진 유기금속산화물 기반 레지스트. Represe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0]. Copyright 2017, Royal Society of Chemistry.

향을 안 준다는 장점이 있다. 분자 레지스트는 노광 후 베이킹 공정

다. 이를 활용하는 금속 기반 레지스트 또한 개발되었다. 유기고분자

(PEB) 동안 무정형 상태에서 충분한 열안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에 비교해서 무기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포토레지스트는 기계적 강

높은 유리전이온도(Tg, glass transition temperature)를 필요로 한다.

도와 높은 내에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속 불순물에 의한 노

Molecular resist는 phenolic compound 로 구성된 branched MG

광장치 오염 및 기존의 DUV 기반 기술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에

resist 와 calixarene compound 로 구성된 ring MG resist가 주로 사

도 불구하고, 초고해상도 패터닝을 위한 재료로 고려되고 있다. 유기

용되고 있다[9,10]. (그림 7)

금속화합물 기반 레지스트는 일종의 비화학증폭형 레지스트(nonCAR)로서, 특정 전이금속의 높은 EUV 흡광도를 바탕으로 우수한 민

3-5. Metal-containing resist

감도와 광화학 반응의 활성화를 보이며, 유기물질은 노광영역의 용

그림 5에서 보이듯이 Hf, Zr, Zn, Sn 과 같은 전이금속은 C, H, O와 같

해도 변화를 가져오며, 금속물질의 분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

은 유기레지스트 주 구성 원소에 비해 높은 광흡수도와 민감도 보인

다. 상업적으로 인프리아가 하프늄(Hf)과 지르코늄(Zr) 산화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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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를 개발 판매하고 있다. 긴 열적 에칭시간과 탈수소반응의

•Stochastic defect 형성에 의해 커지는 LER을 막기 위해, CAR에

제어라는 문제가 있음에도 초고해상도 패터닝 소재로 큰 관심을 받

서 산확산을 제어해야 한다. 그러나 산을 제어하기 위해 quencher

고 있다. [10,11] (그림 8)

등을 늘리거나 하면 레지스트내 감광성이 떨어져 노광/비노광 영역
의 충분한 용해도 차이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Yamamoto 등은

4. EUV용 포토 레지스트 개발 현황

PAG와 레지스트를 화학적으로 결합 (terpolymer)하여 산의 확산을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은 당면한 여러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결

억제함으로써 LER 성능을 향상시켰다. [13] (그림 9)

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인 해상도(R, Resolution), 선폭 거칠기(LER, Line edge roughness),
민감도(S, Sensitivity)는 서로 간에 상충 딜레마(trade-off)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 고집적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는RLS 세 가
지 성능 지표가 동시에 개선된 EUV 레지스트가 필요하며, EUV 리
소그래피 확장성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pattern
collapse, outgassing, defect control 등의 문제가 있다. (표 1) EUV
포토레지스트 소재 개발 현황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9. PAG-고분자 혼합형 레지스트(왼쪽), PAG-고분자 화학적 결합형 레지스트의 화학
구조. Represe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3]. Copyright 2014, Elsevier.

표1.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향. Represe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2]. Copyright 2011, SPIE.

•화학증폭형 레지스트에서 발생된 산이 고분자 레진의 기능기의
Challenge

Areas of focus

Fundamental EUV
interaction with the
resist

Electron blur, acid yield, electron affinity, EUV
quantum yield

Resolution

Polymer-bound PAG, low activation LG, nonCA resist, swelling control, acid diffusion

LER, LWR

Polymer-bound PAG, etch trim, rinse,
polymer homogeneity

용해도를 변화시키는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는 대신, 주쇄를 절단하
도록 하는 포토레지스트도 제안되었다. (그림 10) 높은 EUV 흡광도,
기계적 물성, 다른 물질과의 혼합 능력 등의 여러 물성을 동시 만족
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고분자 단량체 들로 이뤄진 레지스트를 활용
하였다. [14]

Photospeed

EUV sensitization, higher PAG loading

Pattern collapse

Lower aspect ratio, UL matched for adhesion,
surfactant rinse

화학증폭형 레지스트에 pKA가 높은 amide 및 sulfone, sulfoxides

Outgassing

PAG byproducts from ionization, LG and
solvent effects

를 레지스트에 첨가함으로써 EUV 광자에 의해 이온화되어 생긴 고

Defects

PAG aggregation mitigation, hydrophobic
byproducts

분자베이스 라디칼 양이온의 탈양성자화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그림10. 주쇄 절단형 랜덤 공중 합체의 절단 매커니즘 모식도. 공중 합체 acid labile bond로 연결된 세 가지 다른 단량체들로 구성 되어있음. Represe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4].
Copyright 2018, S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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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awa 그룹은 IMEC과 함께 한 연구에서 EUV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이금속과 유기물의 복합체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
한 원리로, 금속 sensitizer를 레지스트에 첨가해서 EUV 노광량과
sensitize 로딩양에 따른 산생성 수율과 선폭 거칠기(LER)을 관찰하
였다. Sensitizer 로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EUV 민감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LER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17]

노광 및 노광 후 베이킹 단계 뿐만 아니라, 현상 또한 패턴의 성능 결
정에 매우 중요한 공정이며, AFM (atomic force microscopy) 분석
등을 통해 고분자 모폴로지나 화학적 특성 변화를 모니터링 함으로
써 현상 공정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EUV 레지스
그림11. di-p-tolyl sulfone (DTS)를 첨가한 레지스트의 이온화 반응 이후 산 생성 메커니즘
에 대한 모식도. Represe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5], Copyright 2017, IOP.

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의 연구도 있다. Itani 등은 in situ 측
정을 통해 PAG가 고분자 사슬에 결합된 레지스트에서 음이온 PAG
가 결합된 고분자 사슬의 경우 양이온 PAG가 결합된 고분자 사슬이

발생된 전자가 PAG와 반응하여 산을 생성하여 민감도를 늘리는 연

나 기존에 쓰이던 blend 레지스트보다 현상공정에서 팽창하는 현상

구가 소개되었다. [15] (그림 11)

이 덜 일어나 표면 거칠기를 크게 개선함을 확인하였다. [18]

Nagahara 등은 EUV 패터닝을 마친 후, 패턴위에 ERC(edge

초고해상도 패터닝에서 선폭이 줄게 되며 일어날 수 있는 패턴붕괴

roughness controller)를 코팅과소프트 베이킹의 추가공정을 도입

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웨이퍼와 레지스트 사이

하여 10% 가량의 LER 성능 개선을 보였다. (그림 12) 이때 ERC는 레

의 얇은 층(underlayer)의 표면 에너지를 조절하여 레지스트의 접착

지스트에 잘 섞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이뤄져, ERC가 레

력을 향상시켜 패턴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주 연구 방향이며

지스트의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또한 패턴 내부로

[19], 현상공정에서 팽윤이 덜 되는 negative tone 레지스트를 사용

의 열전달에 의한 패턴 변형없이 LER의 개선을 가져오는 최적의 온

하여 패턴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중이다. 초고해상도 패

도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보였다. [16]

터닝을 만들기 위해서 패턴 붕괴를 막기 위해 레지스트 필름의 두께

그림12. .ERC (Edge roughness controller)를 코팅과소프트 베이킹의 추가공정을 통한 LER 개선 모식도. Represe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6]. Copyright 2015, S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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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여야 한다. 이때 노광 영역과 비노광영역 사이의 용해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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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V 리소그래피 기술의
역사적 발전과 미래전망
1. 서론

patterning 공정과 같이 파장을 줄이지 않고도 패턴을 줄일 수 있는

최근 일본의 한국수출규제와 미중 경제갈등으로 반도체기술의 중

여러 가지 공정기술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

요성이 부각되면서 EUV란 말이 뉴스에 자주 나와 일반인들에게

계에 다다르자 파장을 획기적으로 줄여 13.5 nm EUV를 이용하는 방

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EUV는 Extreme UtraViolet, 즉, 극자외

법에 도전하게 되었다 [1-3].

선의 약자로서 반도체산업에서는 13.5 nm의 파장을 갖는 빛을 의
미한다(그림 1. 참조). 반도체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리소그래피

2. EUV 리소그래피의 등장과 난관

(photolithography)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원하는 패턴이 그려진 마

그러나 EUV 리소그래피에서는 기존의 DUV 리소그래피에서는 없

스크(사진필름)에 빛을 조사하여 사진인화와 같은 방법으로 정밀한

었던 다음과 같은 많은 난관을 갖고 있었다. 1) EUV 파장에서는 공

패턴을 감광물질이 발라진 반도체(인화지)에 새겨서 만든다. 이때

기 중에서 흡수가 커서 모든 공정을 진공 속에서 수행해야 한다. 2)

CD(Critical Dimension, 분해능이라고도 한다), 즉 만들 수 있는 최

EUV 파장에서는 모든 물질에서 흡수가 아주 커서 투과를 못하기 때

소 패턴의 크기는 사용하는 파장에 따라 달라지며 Rayleigh 회절한

문에 렌즈와 같은 굴절광학계는 사용할 수가 없어 거울과 같은 반사

계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아질수록 작아진다. 따라서 역사적

광학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모든 물질의 굴절률이 1에 매우 가까워

으로 광소그래피 파장은 수은등의 g-line(436 nm), i-line(365 nm)

굴절률의 차이가 아주 작기 때문에 거울을 만드는 것도 매우 힘들어

을 거쳐 KrF 엑시머 레이저(248 nm) 및 ArF 엑시머레이저(193 nm)

수십 층의 두꺼운 코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흡수 손실도 커서 현재

등 소위 DUV(deep UV) 파장을 이용하는 리소그래피로 점점 짧아

까지 제작 가능한 최고의 거울인 Mo/Si 40층 박막 거울의 이론적 반

져 왔다. 한때 F2 엑시머레이저(157 nm)를 사용하려 했으나 여러 가

사율도 75% 정도(6도 입사의 경우)에 불과하며, 실제 제작된 거울

지 기술적인 문제로 예상비용이 많이 들자 파장을 줄이는 대신 액체

의 반사율은 Mo-Si 경계면에서의 intermixing 등으로 인해 65%를

의 높은 굴절률을 이용한 액침 리소그래피 (immersion lithography)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3) 마스크 또한 투과형이 아닌 반사형 마스크

및 리소그래피 공정을 반복하는 double/quadruple 등 multi-

를 이용해야 하며 EUV용 반사형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흡수체에 대

그림 1. EUV(13.5 nm) 및 ArF(193 nm) 파장 비교(14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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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흡수체는, 마스크가 좋은 음영

가 넘어 최종 투과광량이 10%도 안되어 안그래도 부족한 광원의 출

비를 갖도록 EUV광을 잘 흡수해야 하며, EUV광에 장시간 노출되어

력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 [5]. (그림 3. 참조). EUV광원은 Sn 방울

도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하고, 열팽창률이 작아야 한다. 특히 비등

타겟에 CO2 레이저를 쏘아 레이저-플라즈마로 EUV를 발생시키는

축 광학계의 비수직 입사에 따른 그림자 효과에 의해 마스크 패턴의

LPP(Laser Produced Plasma)방법을 이용하는데, 양산에 필요한 최

방향에 따라 EUV광이 조사되는 면적이 변하고 이에 따라 웨이퍼상

소출력 100W를 얻는 시기가 계획보다 수년이나 늦어졌으며, 그사

의 선폭이 달라지게 된다(Horizontal-Vertical Bias). 따라서, 흡수체

이 DUV리소그래피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7 nm 공정도 성공시켜

의 두께를 줄여 선폭변화를 최소화하든지, 마스크에 bias를 부여하

EUV 리소그래피 기술이 경쟁력을 갖는 시기가 예상보다 결국 10년

여 이를 보상하든지, 아니면 위상을 이용하는 새로운 구조의 마스크

가까이 늦어지게 되었다 [5]. (그림 4. 참조)

를 개발해야 하는 등, 기존의 투과형 DUV용 마스크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그림 2. 참조) 반사형 마스

3. ASML의 EUV 리소그래피용 노광기의 개발

크의 특성은 파장에 따라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마스크 검사에 있어

이러한 많은 문제점 때문에 기존의 DUV용 리소그래피 노광기 제작

서도 DUV용 마스크 검사와는 달리 반드시 노광파장과 동일한 파장

사인 캐논이나 니콘은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개발을 포기하였

(이를 화학작용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Actinic이라고 함)을 이용하

지만, 네덜란드의 ASML사는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여 마침내 최초로

여 검사하여야 한다 [4]. 4) 거울에서의 낮은 반사율 때문에 광학계

EUV 리소그래피 노광기를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유일하게 개발에

에서의 손실이 엄청나다. 6-mirror 노광기의 경우 투과손실이 11dB

성공한 회사이다. 뉴스를 널리 알려졌듯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반도
체회사들도 함부로 못하는 소위 수퍼-을이다. ASML은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1984년 세계 굴지 전자회사인 네덜란드 필립스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I(Advanced Semiconductor Materials International)은
반도체가 미래 차세대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반도체 제
조장비를 생산하고 있던 ASMI Lithography 사업부를 떼어내 새로
운 회사를 만들기로 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ASML이다 [6]. 그러나,
처음 설립되었을 때 직원들은 매우 불안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
음 회사 문을 연 사무실이 물이 새는 작은 목재 창고였기 때문이었

그림 2. ArF리소그래피용 투과형 마스크와 EUV리소그래피용 반사형 마스크의 구조 비교

다. 이 허름한 사무실에서 급성장하는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첨단 노광장비를 만들어 내야 하는 직원들의 심정을 생각해보자. 이
렇듯 미약하게 생겨난 ASML이 지금은 어떻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수퍼-을이 되었을까? 2013년 14년째 ASML의 2인자
인 CFO Peter Wennink는 Weekly Biz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
이 말했다 [7]. “우리가 만드는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의 80% 이상
을 아웃소싱합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의 마진을 쥐어짜지 않고 그
들이 최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마진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지요. 즉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혁신’과 ‘가치’를 납품받은 것이 우
리의 진짜 성공 비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혁신’ 시
그림 3. ASML 6-mirror EUV 노광기의 구조 Reproduced from Ref. [5].

스템과 ‘신뢰’의 경영철학을 구축했다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

041

TECHNOLOGY / EUV 리소그래피 기술의 역사적 발전과 미래전망
/ 글 전영민

다. “우리는 부품을 제작하는 협력업체와 사실상 ‘결혼’합니다. 그래

미켐(4.8%), 솔브레인홀딩스(4.8%) 등 여러 협력업체의 지분을 이

서 그들이 세계 최고 부품을 만들도록 헌신적으로 돕고 세부정보까

미 보유 중이다.

지 공유합니다. 우리는 서로 모든 역량과 마진을 유리알처럼 투명하

EUV 노광기의 개발과정에서 예상보다 EUV광원의 출력향상이 늦어

게 공개하고 ‘리스크’와 ‘이익’을 공유했어요. 그랬더니 공급업체들은

졌고, 이것이 bottleneck이 되어 전체 로드맵이 수년간 지연 되었다.

우리를 위해 최고 기술을 개발했고, 우리 회사장비가 세계 최고 제품

당시 EUV 광원은 Cymer사로부터 공급 받았는데 개발에 예산이 지

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업문화혁신은 여기

나치게 소요되어 회사가 어려워지자, 2013년 ASML은 Cymer사를

서 그치지 않고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로 하여금 ASML은 물론

인수하면서까지 투자를 계속하여 EUV 광원개발을 진행시켰다. EUV

타협력업체에 투자하여 상생혁신하는 선순환 기업문화가 확대되어,

노광기는 한 대에 2000억원이 넘는 고가라서 세계 유수의 반도체

2012년 ASML 지분을 인텔이 15%, TSMC가 5%, 삼성전자가 3%를

회사들도 양산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

사들였으며, 삼성전자는 최근 에프에스티(430억원, 펠리클 및 펠리

서 삼성전자도 EUV 양산라인 구축계획을 연기하고, 대신 최소한의

클장착장비), 2020년에는 에스앤에스텍(659억원, 블랭크마스크 및

EUV 장비만을 운영하며 공정기술개발에 주력하게 되는데, 이는 결

펠리클), 와이아이케이(473억원, 전공정 검사 장비), 케이씨텍(207

국 TSMC가 EUV라인 생산량에 있어서 1위로 치고 나오게 되는 빌

억원, 세정장비 및 CMP슬러리), 미코세라믹스(216억원, 세라믹부

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TSMC는 생산성이 좋아지기 전부터 EUV 양

품), 엘오티베큠(189억원, 진공장비), 뉴파워프라즈마(127억원, 플라

산라인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EUV 노광기 구매물량을 계속 늘려나

즈마 생성 부품) 등 협력업체에 수백억원씩을 투자했으며 이외에도

가 EUV 생산력 1위를 자리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이에 2020

에이테크솔루션(15.9%), 원익IPS(3.8%), 원익홀딩스(2.3%), 동진쎄

년 10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ASML을 찾아가 부랴부랴 ASML의

그림 4. 2010년 당시 ASML의 EUV 리소그래피 로드맵 Reproduced from Re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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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V 노광기 구매에 집중하고 있으나, 연간 생산물량의 절대물량을

단 소재산업 투자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산업통산자원부는

선구매한 TSMC 때문에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가 이어짐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

ASML이 EUV 노광기의 생산량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EUV

급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집적도가 높

노광기에 들어가는 EUV 광학부품을 Carl Zeiss사에서 독점공급받

은 클러스터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을 검토해 토지이용특례, 부담

는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작/검사하기 때문에 납품기간이 1년이 넘

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생태

고 생산량도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재 EUV 장비의 연간 생산량

계 협업, 초근접 지원을 통한 리드타임 단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

은 40대인데 내년 생산량까지 이미 선주문이 돼 있는 상태다. 현재

해 한국을 글로벌 반도체 제조의 핵심 축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

보유 중인 EUV 장비는 TSMC가 50대로, 25대를 가진 삼성전자에

혔다.

두 배 앞선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EUV 장비를 20대 주문했는데, 올
해 인도받는 장비 숫자는 그 절반인 10대에 불과하다. 기존에 보유한

4. 한일 및 미중의 정치경제적 관계와 EUV 기술

25대를 합치면 삼성전자가 올해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EUV

한편 2019년 일본정부는 대한 경제보복조치로 수출규제품목을 정

장비 총수는 35대다. 반면 이미 50대를 갖고 있는 TSMC는 올해 30

했는데 거기에는 EUV용 PR(PhotoResist), 에칭용 불화수소(HF)가

여대를 추가해 내년부터 80대를 운영하게 되어, 두 회사의 EUV 장

스, 그리고 Flexable OLED용 불화폴리이미드(Fluorine Polyimide)

비 대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전자 업계 진단이

가 포함되어 있다. 반도체업계에서 불화수소는 그동안 세계 최고 품

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20%선을 넘지 못하는 것도

질인 일본제품을 사용해 왔는데, 역시 일본에 100% 의존했던 EUV

결국 EUV 장비 숫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만 시장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미국 업체 두 곳과 유럽 생산 시설을 통해 점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진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낮춰갈 것으로 보인다. 불화 PI의 경우 어차

TSMC가 56%, 삼성전자가 18%다. 이에 삼성전자는 EUV 장비 격차

피 내년 이후로는 PI 대신 국내 및 독일 업체를 통해 UTG(Ultra Thin

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선보

Glass)로 소재를 바꿔나갈 예정이어서 결과적으로 국내 반도체업계

이는 3㎚ 파운드리부터는 현재 적용 중인 핀펫(finFET) 대신 칩 면적

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가 되었으며, EUV용 블랭크 마스크도

과 소비전력을 줄인 ‘GAA(Gate-All-Around)’ 공정을 적용한다. 새로

현재는 일본 Hoya와 Asahi가 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국내 에스

운 기술을 통해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게 삼성전

앤에스텍이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와 같이 잠재적인 일본 리스크를

자의 계획이다.

줄이기 위해 수출규제품목뿐 아니라 대체 가능한 모든 품목들에 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ASML의 국내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양산 라인 일

유치했으며, 이에 따르면 ASML은 2025년까지 경기 화성에 2400

부를 R&D 라인으로 전환하고, 일본 이외의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억원을 투자해 재제조 공장(Remanufacturing Plant)과 트레이닝 센

에 대한 테스트를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월 솔브레인

터를 포함한 EUV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제조공장은 국내

은 액체불화수소, 2020년 6월 SK머티리얼즈는 초고순도 기체불화

에서 운용 중인 구형 EUV 장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신형 EUV

수소, 2021년 3월 동진쎄미켐은 ArF용 PR을 국산화했으며 EUV용

장비로 개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수적으로 부족한 EUV장비의 열세

PR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백광산업과 함

를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19년 세계 3위 반도

께 삼성전자는 고순도 염화수소(HCl)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수

체 장비 업체 램리서치(Lamresearch)도 경기 용인에 R&D 센터 투

많은 공정 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큰 손실이 발생하는 반도체 공정의

자를 결정한 바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용인지곡 일반산업단지 입주

특성상 검증되지 못한 제품을 새롭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를 목표로 하고 있다. 램리서치는 이곳에 원자레벨 식각기술 R&D 센

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정부가 스스로 일본제품의 안

터를 건립하고 생산 능력 2배 확대를 위한 제조시설을 구축할 예정

정적인 공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제

이며, 이외에도 실리콘웨이퍼, 포토 레지스트, 쿼츠, 특수가스 등 첨

품을 라인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일단 검증이 되면 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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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대신해 일본제품을 굳이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해서는 NA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노광장비의 광학계 구조를 바꾸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는 일본기업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k1이 0.3 이하이면 리

피해를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과정을 두 번 반복하는 DPT(Double Pattern Technology)를 사용
하여 CD를 줄일 수 있으며, DPT를 두 번 반복하는 QPT(Quadruple
Pattern Technology)도 있다.

5. EUV 리소그래피 관련 기술의 미래전망
리소그래피로 얻을 수 있는 반도체 회로의 최소 선폭을 계산하기 위
해 마스크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집광시킬 수 있는 한계는 회절에 관

(2) 광학계 개구수 NA

한 Rayleigh’s Equation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최소 선폭 CD는 다

NA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광기 내 광학계의 크기를 키워야 하는데

음과 같다 [1,3].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런 이유로 k1을 통해 최대한 CD
를 줄인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DUV에서는 액체의 높

CD= k1·λ/NA

은 굴절률을 이용한 액침 리소그래피(Immersion Lithography)를

(단, k1은 공정변수, λ는 노광파장, NA(Numerical Aperture)는 개구수)

통해 NA를 키울 수 있지만 EUV에서는 흡수가 크기 때문에 불가능
한 방법이다.

따라서 광리소그래피기술의 개발과정이란 k1과 λ를 줄이고 NA를 늘
려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변수 k1은 PR의 감도, 에칭공

표 1에 보면 연도별로 개발완료 또는 예정인 EUV 노광기와 특성

정, 마스크구조, 등 여러가지 현장 공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로서

그리고 해당 공정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5 nm 이

노광기의 광학계를 바꾸지 않고 CD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개구

하의 공정에 대해서 NA0.33 장비로 DPT로 가든지 SPT를 하려면

수 NA는 직경 대 초점거리 비율로서 빛을 집속시킬 수 있는 정도를

NA0.55 (흔히 High NA 라고 함)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반도체 업

나타낸다, (종종 NA를 렌즈수차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체들은 당연히 NA0.55 장비로 SPT를 이용하기를 바라겠지만, 장비

잘못된 표기이다.) 이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자.

가격이 더욱 올라 5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장비를 공급받는 시기와
공정조건을 최적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EUV DPT를 해야할

(1) 공정변수 k1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공정변수 k1를 줄이는 것은, 동일한 노광장비를 사용하면서 공정조건
을 최적화하여 CD를 줄일 수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인 대신에 근본

(3) 노광파장 λ

적인 한계가 있다. 이론적인 한계는 0.25이며, 더욱 CD를 줄이기 위

리소그래피의 파장을 줄이는 것은 가장 효과가 크지만 광학계의 부

표 1. 연도별 EUV 노광기의 특성 및 제작공정 (ASML). SPT(Single Pattern Technology).

Gen

Year

Model

NA

k1

Patterning

Half Pitch

Tech Node

1G

2019

NXE:3300

0.33

0.46

SPT

18.8 nm

7 nm

2G

2020

NXE:3350

0.33

0.39

SPT

16.0 nm

7~5 nm

3G

2021

NXE:3400

0.33

0.29

DPT

11.9 nm

5~3 nm

4G

2022

NXE:5000

0.55

0.46

SPT

11.3 nm

5~3 nm

5G

2023~2025

NXE:5100?

0.55

0.39

SPT

9.6 nm

3 nm

6G

2025~2027

NXE:5300?

0.55

0.29

SPT

7.1 nm

3~1 nm

7G

2027~2030

NXE:5400?

0.55

0.25

DPT

6.1 nm

<1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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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구조 전체를 바꾸어야하는 만큼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를 견뎌야 하는 등 많은 기술적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가가

EUV 리소그래피가 등장한 이후, 차세대 리소그래피 BEUV(Beyond

2000~3000만원으로 예상되며 소모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블루오

EUV) 기술로서 13.5 nm 파장의 절반인 6.7 nm 등의 파장을 이용한

션으로 크게 떠오르고 있어, 탄소나노튜브(CNT)를 이용하는 IMEC,

리소그래피가 제안되어 연구되고 있으나, DUV에서 EUV로 넘어오

그래파이트(Graphite)를 이용하는 삼성전자, 단결정실리콘(c-Si)을

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용화가 되기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

이용하는 에스엔에스텍 폴리실리콘(poly-Si)을 이용하는 ASML과

이 걸릴 것이며, 아직은 사용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판단된다.

실리콘카바이드(SiC)를 이용하는 에프에스티 등 많은 업체들이 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SML은 Teledyne과 공동으로 개발을 하였

앞서 EUV 노광기가 ASML사에 의해서만 독점 생산되고 있으며 생

는데 2016년 78%, 2018년 80%, 2020년 85% 투과율을 달성하고

산량도 연 40대 정도로 한정되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

2021년 400W 내구성과 투과율 90.6%의 풀사이즈 펠리클을 양산

다고 설명하였는데, 사실 노광기뿐만 아니라 많은 EUV 관련 분석장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일본 미쓰이 화학을 통

비들도 독점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량이 연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지

해 생산할 계획이다. 에스앤에스텍은 7-5나노 공정용 1세대 탄탈륨

만, 개당 1000억원대를 호가한다. Carl Zeiss의 AIMS(Aerial Image

(Ta)기반의 EUV용 블랭크 마스크도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위상차

Measurement System)장비는 Scanner Emulator로서 노광기에 웨

마스크 기반의 2, 3 세대 블랭크 마스크도 개발 중이며, 2021 1/4분

이퍼 대신 이미지센서를 통해 노광기의 성능을 검증해볼 수 있는 장

기에 폴리실리콘 기반 1세대 펠리클을 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에프

비이며, EUV Mask 제작을 위해 필요한 Mask 검사장비로서 일본

에스티는 기존 DUV용 펠리클 시장 80%를 점유해왔으며, 마스크에

Lasertek사의 APMI(Actinic Patterned Mask Inspection)장비가 있

펠리클을 장착하는 펠리클 장착장비도 개발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는데 이는 현재 Pellicle이 있는 EUV Mask의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있는데 역시 2021년 상반기에 실리콘카바이드 기반 풀사이즈 EUV

유일한 장비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솔(E-SOL)이 틈새시장을 노려

펠리클을 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서 블루오션인 세계 펠리클

고가의 분석장비를 구매하기에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을 위해 반사

시장에 대한 경쟁은 미쓰이화학, 에스앤에스텍, 에프에스티의 3파전

율, 투과율, 간섭율, 위상, PR감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EUV소재 검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 및 평가용 다기능 툴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세계 EUV 리소그래피 학회인 EUVL 2021 학회 기조연설에
최근 EUV 관련 산업중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펠리클

서 SK하이닉스는 펠리클 기술 수준이 아직 양산라인에 적용할만한

(Pellicle)산업이다. 펠리클은 마스크에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해주

수준이 아니며 올 하반기 EUV D램 양산라인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는 일종의 보호막인데 각종 오염을 막아 활용시간을 늘려준다. 그림

발표했다 [12]. 마스크의 일부가 오염되어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5.에서 볼 수 있듯이 펠리클은 마스크로부터 일정간격을 두고 있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무리해서 펠리클을 굳

이물질이 묻어도 광학계를 통해 결상될 때 초점이 벗어나므로 웨이

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펠리클을 사용함으로써 줄어드는 광

퍼상 패턴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11]. 그런데 기존의

량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리소그래피 공정에서는 빛이 한번만 지나가면 되는데 EUV 공정에

SK하이닉스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회로 일부만 오작동해도

서는 반사광학계를 사용하는 특성상 2번을 지나가게 되어 투과율이

전체를 못쓰게 되는 시스템(로직) 반도체 분야에서는 펠리클의 필요

더욱 중요하게 되어 90%이상은 되어야 한다. 두께는 60nm이하가

성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양산공정에 적용되지 못

되어야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강한 EUV광이

하는 이유는 펠리클이 파괴되었을 때는 이물질이 묻은 것과는 비교

스캔될 때마다 흡수로 인해 600-1200oC까지 순간적으로 가열되었

할 수 없는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여 마스크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가 실온까지 냉각되는 반복적인 열충격을 견뎌야 하며, 빠른 마스

그래서 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도 양산공정에 적용되는 데에는 내구

크 이송장치의 기계적인 충격과 진공펌프의 동작에 따른 압력 차이

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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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먼저 적용될 것만은 확실하다.

“EUV 리소그래피를 위한 광자 기술”, 제 1회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

대회 (대전컨벤션센터, 한국, 2012), 초청논문 SO5-I-1

5. 맺음말

[3] I. Fomenkov, “EUV Source for Lithography in HVM: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주춧돌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을

performance and prospects,” EUV Source Workshop

유지하여 계속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이 도입되

(Amsterdam, Netherlands,November. 2019)

는 EUV 리소그래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

[4] B. Moon, Y. S. Kim, Y. T. Kim, H. Sung, J. Kim, B-K Ju, and

력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기관과 연구자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시기

Y.M. Jhon, “Actinic EUV Mask Inspection using Coherent EUV

가 도래했다고 생각되며, 특히 향후 필요하게 될 차세대의 새로운 기

Light from High Harmonic Generation,” 29th International

술의 개발을 미리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기초연구가 많은 곳에서 이

Microprocesses and Nanotechnology Conference (Kyoto, Japan,

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되며 산업체의 요구에 필요한 다양한 방면의

2016)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5] H. Meiling, “EUVL – getting ready for volume introduction,”

Semicon West (CA, USA, Jul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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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 최적화를 위한 광계측
(Optical Scatterometry for Semiconductor Process Control)
1. 서론

2. 공정의 간단한 이해

1947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이후, 이를 이용한

반도체 공정에 이용되는 광계측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공정단계

집적회로의 개발로 이어진 반도체 기술은 지난 30여 년 동안 비약적

및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계측 parameter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인 발전을 거듭 해 왔고, 각종 전자 기기를 통한 생활의 편의, 컴퓨터

공정을 구성하는 단위는 8대 공정으로 알려져 있는 포토(photo-

를 이용한 과학, 기술, 산업의 발전을 가져 왔다. 이제는 금융, 화폐,

lithography), 식각(etching), 증착 (deposition, CVD, Metal), 연마

문화, 언론, 교육, 교통, 제조, 심지어 농업에 까지, 로봇, AI, 빅데이터,

(CMP –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세정(clean), 이온주입

sensing 등 모든 분야에 이용되는 필수적인 근간의 기술이 되었으

(Ion Implant)으로 분류되며, 공정의 순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트랜

며, 한 국가가 보유해야 하는 기술 무기로서 국가간 새로운 패권싸움

지스터를 구성하는 전공정, 배선과 패키징을 하는 후공정으로 나눌

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수 있다.

반도체 칩은, 실리콘 잉곳(ingot)으로부터 시작하여, 약 800여가지

그림 1은 완성된 chip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실리콘 웨

이상의 공정 단계와 3~5개월의 제조 기간에 걸쳐 제조된다. 최종 칩

이퍼 위에 만들어진 트랜지스터와,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 (metal

단계에서 충분한 수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정 단계에서

line)들, 그리고 이들 사이를 채우는 절연체 (dielectric)로 구성된다.

첨예한 공정 margin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000단계
정도의 공정이 소요되는 차세대 GPU(Graphic Process Unit)의 경

그림1에 있는 각 공정단계를 밑에서부터 보면;

우, 계산에 의하면, 하나의 공정 단계에서 99.5%의 수율이 확보된다
하여도, 1000단계를 거친 최종의 단계에서의 수율은 고작 1%보다도
낮아진다(1). 더욱이 메모리 저장용량의 증가와 CPU 처리 속도의 증
가로 하나의 트랜지스터 크기가 수십 nm 이하로 작아지고, 구조 또한
매우 복잡해져, 각 공정 단계에서의 공정 마진은 더욱 더 좁아지고 목
표로 하는 수율 및 성능을 달성하기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
수율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각 공정 단계마다 검사 / 계측
(inspection and metrology)을 시행한다. 계측은 공정의 정확도, 즉
증착 또는 연마후의 박막의 두께, 식각의 깊이, 각도, 폭, 패터닝의 정
렬 등을 측정하며, 검사는 웨이퍼에 존재하는 불순물의 존재 유무 및

그림1. Chip의 단면 예
(STI: Shallow Trench Isolation, PMD: Poly to Metal Dielectric, IMD: Inter-Metal
Dielectric, Metal: 도선)

크기, 패턴의 불량 등을 검사한다.
본 글은 비파괴 광계측에 관한 것으로, 이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광기

① STI 구성: 실리콘 웨이퍼 (bare silicon wafer)위에 올라갈 트랜

술의 원리를 알아보고, 실제 공정에서 이러한 광기술을 이용하여 어

지스터들 사이를 절연하기 위한 STI 층 (Shallow Trench Isolation)

떻게 계측이 이루어 지는지를 알아 봄으로써, 반도체 공정 계측의 분

을 만든다. 이의 과정을 그림 2에 표시하였으며, 공정 내용 및 계측

야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당면한 광

parameter를 표 1에 정리하였다.

계측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동향을 소개 하였다.
② 트랜지스터 구성: ①에서 구성된 STI 사이 실리콘웨이퍼 위에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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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STI 공정단계

그림3. 트랜지스터 구성단계 (PR: Photo Resist, HM: Hard Mask, Poly: Polycrystalline)

그림4. 배선단계

랜지스터를 올리는 단계이다. 이의 과정을 그림 3에 표시하였으며,

③ 트랜지스터 구성을 마친 후에는 후공정인 배선작업을 한다 (그림

공정 내용 및 계측 parameter를 표2에 나타내었다.

4). 배선작업은 기본적으로 도선 사이를 채우는 절연체 (dieletric)의
증착(a), 도선 매질을 채울 금속 라인 식각(b), 금속이 절연체로 확산

전공정의 마지막 단계는, 후공정에서 제작될 도선과 트랜지스터 연

되는 것을 막는 liner증착(c), 금속 증착(d), 연마(e)로 이루어진다. 이

결 효율(낮은 저항)을 높이기 위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source /

과정에서는 금속 연마 후의 남아 있는 도선의 구조 (상단 및 하단의

drain부분에 실리사이드(silicidation) 과정을 거친 후, 모든 부분을

폭, 높이)를 계측한다. 이 배선 공정은 그림 1에 나와 있듯이, Metal 1

절연체로 채운다. (그림 1에서 PMD (poly to metal dielectric))

부터 상단의 Metal line까지 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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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TI 공정 내용 및 계측 파라메터

할 부분을 감광시키는 과정)가 있는데, 어느 위치에 감광을 시킬 것

공정내용 및 계측 parameter

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overlay라 한다. 한 공정과 그 다음 단계 공

STI 패턴을 위한 하드마스크(SiN층)를 구성한다.

정의 수직 정렬상태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상태를 계측하는 것을

계측: 패턴의 폭, 길이 측정 (보통 수십nm정도의 두께)

overlay metrology라 한다.

공정
a

SiN으로 가려지지 않은 부분을 식각하여 STI를 구성한다.
b

계측: 식각된 부분의 깊이, 폭, 벽면의 각도 측정 (보통 깊이
100nm, 폭 수십 nm)
증착(deposition)에 의해 절연체(SiO2)를 식각 부위에 채운다.

c

d

3. 광계측 원리 및 분류
앞에서 기술한 반도체 공정 단계를 계측하는 광계측은 빛의 편광, 반
사, 및 회절 현상을 이용한다.

여분의 절연체를 연마(CMP)한다.

반도체 각 공정에서의 기본 모양이 대부분 규칙적인 Line/Space 또

계측: 남아 있는 SiO2 두께 측정 (over polish, under polish,
within wafer uniformity)

는 Hole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의 조합으로 복잡한 구조를 이룬
다. 따라서 이들 샘플로부터 반사된 빛은 회절에 의한 스펙트럼 신호

SiN층을 제거하여 STI를 완성한다.

이다. 이 샘플에 고유한 편광으로 입사하는 빛에 대하여, 반사/회절

e
계측: 실리콘 웨이퍼 위로 올라온 SiO2 높이

된 빛의 각 편광축에서의 진폭, 이들간의 위상변화를 관측하는 것을
표 2. 트랜지스터 구성 공정 내용 및 계측 parameter

공정

트랜지스터 구성 공정 내용 및 계측 parameter

a

게이트SiO2, 폴리크리스탈, 게이트 패터닝을 위한 하드마스크, 포
토를 위한 포토레지스터 박막 증착한다.
계측: 폴리크리스탈 두께, 하드마스크 두께
포토레지스터위에 게이트 구조를 감광시킨 후 (포토), 이를 인화한다.

b

ellipsometry라 하고(그림5), 각 편광축에서의 광세기를 측정하는 것
을 optical reflectometry라 한다(그림6). 광학시스템의 크기가 작고
덜 복잡한 reflectometry는 in-line 계측, 즉 광학장비를 식각, 연마등
의 단위 공정장비에 같이 설치하여, 단위공정이 끝나자마자 실시간
으로 계측하는 과정에 많이 이용하고, ellipsometry는 Stand Alone
(SA), 즉 공정장비와는 별도로 위치하여 여러 공정장비로부터 오는

계측: 남은 구조의 상단 및 하단 폭, 높이
공기에 노출된 하드마스크를 식각한 후 포토레지스터를 없앤다.

웨이퍼를 계측한다.

c
계측: 하드마스크의 높이, 상단 및 하단의 폭 계측
공기에 노출된 폴리크리스탈을 식각한다.
d

계측: 구조의 상단, 하단 폭, 높이 측정. (하단 폭이 게이트 길이를
결정한다.)
사이의

e
SiN을 식각하며, 동시에 실리콘 웨이퍼의 source / drain부분까지
식각한다.

광계측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구조 모델 → ②스펙트럼 계산 → ③모델 검증 → ④도입 및 스펙트
럼 측정 / 구조계측 → ⑤분석 → ⑥검증 → ⑦모델 최적화 → ②스펙
트럼 계산

•①구조 모델 → ②스펙트럼 계산: 계측하고자 하는 구조를 광학

f
계측: 남아있는 SiN*의 상단 및 하단 폭**, 식각된 source/drain의
깊이.

g

식각된 source / drain 부분에 SiGe를 생성한다. (Epitaxial
growth)
계측: 게이트 상단 및 측면에 남아있는 SiN 두께.

*이를 spacer라 한다.
**이를 proximity라 하는데, source - drain사이 전류/저항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parameter이다.

적으로 모델링 한 후, 이로부터 반사/회절되는 스펙트럼을 계산
한다. 모델링에는 주로 FDTD(Finite-difference Time-domain)
나 RCWA(Rigorous Coupled Wave Analysis)방법을 이용한다. 그
림 7에 서로 다른 굴절률 / 흡수율을 가진 여러 층의 박막 위에 line
/ space의 식각 구조를 모델링 한 후, line / space의 폭 (CD(critical
dimension)라 함)과 높이가 달라질 때, optical reflectometry에서
의 반사스펙트럼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작은 변화에도 스펙트럼

④ Overlay metrology: 위에 열거한 모든 과정에는, 포토 (식각해야

의 변화가 많으면 계측이 쉽고 정확하나, 구조의 변화에 따른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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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Ellipsometry의 기본 구조 및 신호의 편광상태 계측

그림6. Reflectometry의 기본 구조 및 신호의 편광상태 계측

그림7. 여러 개의 박막 층 위에 형성한 line/space 구조에서, line/space의 CD (critical dimension)과 높이(H)에 따른 반사 스펙트럼의 변화

(sensitivity)가 작을 경우, crosstalk (서로 다른 parameter의 변화가

잘라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SEM (Scanning

같은 스펙트럼의 변화를 가져와, 스펙트럼의 변화만으로 정확한 계

Electron Microscope), 혹은 CDSEM등에 의해 측정한 사진과 광계

측이 불가능한 현상)이 있는 경우, 혹은 구조가 복잡하여 고려하여야

측 결과와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진다. 그림 8에

할 parameter가 매우 많을 경우, 목적하는 계측을 하기 어렵다.

polycrystal – SiN 박막을 식각한 경우, 광학 모델링을 이용하여 계
측한 결과와 TEM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넓은 변동 영역에 대

•③모델 검증: 광계측이 실물을 직접 계측하는 것이 아니라, 모

한 선형적인 특성과 이들 값들의 산포도(standard deviation)를 GoF

델링에 의한 결과의 유추이므로, 모델링 단계에서부터, 샘플 면을

(Goodness of Fit), 또는 TMU (Total Measurement Uncertainty)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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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화하여 계측의 정확도를 검증한다.

적용하여 process control을 한다.
•⑥검증 → ⑦모델 최적화 → ②스펙트럼 계산: 계측되는 결과를 위
에서 언급한 TEM, SEM등의 결과와 주기적으로 비교하여 모델의 안
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반도체 프로세스에 이용되는 광계측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 / 분류할
수 있다.

그림8. 광학 모델 및 계측결과와 TEM결과와의 비교
표 3. 광계측의 분류

Hardware type

Ellipsometry, Reflectometry

Light source

Xenon + Halogen
(190nm ~ 900nm)

SW algorithm

FDTD, RCWA, big-data based
model-less method

Parameter analysis method

Mueller matrix, Jones Matrix, Big
data based model-less method

Tool location

Stand-alone, Inline

•④모델 도입 및 스펙트럼 측정 / 구조계측 → ⑤분석 : 광학 모델이
충분히 검증 되면, 이를 광학장비에 도입하여 계측한다. 단위 공정
의 계측 target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칩 영역(die)에서 계측
을 하는 in-die (혹은 cell) 계측과, die와 die 사이, 즉 이후에 잘려져
나갈 부분(scribe line)에 구성한, 한 단위공정의 구조만을 포함하고
있는 test structure를 이용한 계측이다 (그림9). 실제 이용이 될 cell
영역에서 계측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반복되는 구조의 단위가 되는
unit cell 크기가 커서 계측면에서의 광학 beam 크기 (대략 20 ~ 30

Parameter 분석 방법의 경우, Mueller Matrix방법은, 편광분석에서

μm)안에, 안정적인 회절신호를 제공할 만큼의 반복적인 구조의 수

네 개의 Stokes parameter를 변수로 이용하는 것이고, Jones Matrix

(grating line 수)가 확보되지 못하여 계측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방법은 두 편광축에서의 복소 진폭을 변수로 하여 계측한다(그림

또한, 이전 공정단계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구조의 불균일성때문에,

10). Jones matrix방법은 입력 신호 및 반사 신호가 완전하게 편광이

계측하고자 하는 단위 공정이 균일하다 하더라도, 정확한 결과를 계

되어 있는 것을 가정하는 반면, Mueller matrix방법은 모든 편광도

측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대한 피하고자, 목표로

(degree of polarization)의 신호에 다 적용 가능하다. 계측구조가 복

하는 공정단계의 구조만을 scribe line에 제작하여 test structure로

잡하지 않은 경우, 반사되는 신호의 편광도 (degree of polarization)

이용한다. 이로부터는 안정된 계측이 가능하나, cell 영역의 결과와

에 저하가 많지 않아 Jones matrix방법이나, Mueller matrix방법에

다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해 지고, 더구나 측정하고자 하는

단위 공정에서 계측한 결과를 통해 현재의 공정상태를 진단하여 이

부분이 복잡한 전체 구조 비해 매우 작은 부분일 때, 반사 신호의 편

를 이전 또는 현재공정 (feedback), 혹은 다음공정(feedforward)에

광도에 많은 저하가 일어난다. 이를 Jones matrix방법으로 계측하
고자 할 때, 편광도의 저하는 계측의 불확정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단위 구조가 복잡해지는 최근의 공정에서는 주로 Mueller Matrix 방
법을 이용하여 신호를 분석한다.

그림9. Cell (in-die) 영역 계측과 scribe line test structure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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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Analysis parameters in Mueller matrix method and Jones matrix method

이 외에 계측 장비의 재연성(reliability), 안정성 (stability), 여러

수 있다. 현재 120단 이상의 3D NAND flash memory의 상용화가

개의 계측 장비간의 일치된 결과 (tool-to-tool matching, fleet

발표되고 있다. 그림에 있는 3D NAND 구조에서, memory hole은

matching) 또한 매우 중요하다.

폭(CD) ~ 50nm, pitch ~ 50nm, 수직 깊이 ~ 6μm정도의 식각으로
만들어지는데, 깊이에 따른 CD의 균일성, 바닥에서의 CD, over etch

4. 광계측의 과제 및 최근 경향

등을 매우 어려운 광계측한다.

반도체 저장 및 처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정은 아
래와 같은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Transistor: 트랜지스터는 그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면의 구조
에서, 3D finfet으로, 다시 gate-all-around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이

NAND Flash memory: DRAM이 트랜지스터에 달린 얇고 긴

에 따라 광학 모델링 및 계측에 고려하여야 할 parameter의 수가 급

capacitor에 정보를 저장하는 반면, NAND Flash memory는 트랜지

격히 늘어난다.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터의 gate oxide와 control gate사이에 floating gate가 있어, 이

gate oxide, 특히 high-k / Metal gate로 이루어진 구조의 경우, 평

부분에 정보를 저장한다 (그림11). 이와 같은 구조는 수직으로 쌓아

면구조에서는 비교적 안정되고 정학한 측정이 가능하나, 3차원 구

올리는 것이 가능하여 (3D NAND) 저장용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조인 finfet이나 gate-all-around구조일 경우, 광학신호에 영향을 주

그림11. NAND Flash memory의 구조 및 3D NAND 구조의 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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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트렌지스터 구조의 발전(4)

는 parameter의 수가 수십여 개 이상으로 매우 많아지며, 이에 비해

들과 연동하여, 광학적으로 계측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hybrid

gate oxide의 구조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광신호 변화는 매우 작다.

metrology(5,6)등의 시도들을 하고 있다.

또한 parameter들간의 cross-talk이 존재한다.

최근에 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big data의 활용이 급격히 발전
하면서, 광학 계측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계측하고자 하는

반도체 공정이 진보하면서 해결 해야 할 광학계측의 어려운 점을 다

구조에서의 광학 스펙트럼을 무수히 많이 측정하고, 이를 계측 샘플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의 SEM/TEM 결과와 연결하여, 광학적 모델링을 하지 않고, 측정 스

- 단위구조 크기의 증가 및 계측 parameter 크기의 극소화 -> 3D

펙트럼만으로 구조의 상태를 성공적으로 예측한다. 이에 관한 최근

NAND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광학모델링에서 계산해야하는 샘플

의 논문들은, 광학 모델링이나 심지어는 계측구조에 대한 선지식이

의 크기가 수 μm정도로 모델링에 의한 광학스펙트럼 하나를 계산하

없어도 성공적인 계측을 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7,8). 향후

는데 적게는 수일에서 많게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동시에 계측

machine learning과 AI가 빠르게 발전하여, 이를 이용한 광학적 계

하고자 하는 parameter의 변화량은 sub-nm로, 이를 나타내는 광학

측 또한 많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호의 변화는 매우 작다.
- 계측 단위 구조의 복잡화: finfet이나 gate-all-around 구조에서

5. 결론

보듯이 광학적으로 모델링하여야 하는 parameter 수가 매우 많

본 글에서는 반도체 공정 최적화에 이용되는 광학 계측에 관하여 기

아, 계측 parameter에 대한 민감도 (sensitivity)가 저하하고, 또한

술하였다. 저장 용량 및 처리 속도가 증가하며, 반도체 구조가 3-D로

parameter들간의 crosstalk이 존재한다.

복잡해지고, dimension이 줄어 들면서 광학적 modelling의 정교함
이 더욱더 필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요구 조건을 만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족할 수 없어서 machine learning / AI를 이용한 방법이 도입이 되고

있다. 광신호의 파장대역을 단파장 영역 (DUV 혹은 EUV 영역)으로

있고, 나아가 새로운 광학적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가 되면서 차세대

확장하여 sensitivity를 높이거나, 샘플로부터 여러 각도에서 스펙

에 필요한 계측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트럼을 수집하여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광계측을 다른 계
측결과, 예를 들어 CDSEM, TEM, FIB(Focused Ion Beam)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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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반도체 계측검사
1.서론

이어받았다. 회로선이 계속 가늘어지는 가운데, SEM의 사용은 지속

반도체 산업에서의 측정은 제품개발, 생산수율 향상 및 품질 관리

적으로 증가하였다. SEM은 개별 구조와 평균 구조의 3D 모양과 크

를 목적으로 하는 인라인 측정이 주가 되며, 보통 전공정의 계측검사

기를 결정할 때 유리하며, TEM보다 훨씬 빠르다. 위에서 아래로 내

(metrology and inspection, 이하 MI)와 후공정의 시험(test)으로 나

려다보는 SEM 방법은 인라인에서 사용가능하고, 비파괴적이어서,

뉜다. 전공정과 후공정은 각각 칩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공정 및 칩이

두루 유용하다.

만들어진 이후의 공정을 말한다. MI는 무엇을 재거나 찾는 작업이다.

이 글은, 오늘날 반도체 소자의 연구개발과 생산에서 가장 기본 도구

이를 각각 계측(metrology)과 검사(inspection)라 한다. MI의 중요

인 SEM에 대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임계치수 SEM(Critical

성은 두 가지 사실을 보면 분명하다. 하나는, 소자제작에 필요한 MI

Dimensional SEM, 이하 CD-SEM), 결함리뷰 SEM(Defect Review

공정의 횟수이다. 설계규칙(design rule)이 작아질수록, MI 공정의

SEM, 이하 DR-SEM), 전자빔 검사 SEM (Electon Beam Inspsection

횟수는 증가한다. 이전에 설계규칙이 50 nm인 소자생산에서 총 공

SEM, 이후 EBI-SEM)등이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SEM들을 이해하

정 1382개 가운데 MI 공정이 653개로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려면, SEM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먼저 SEM에 대한

또 다른 하나는, 맨 웨이퍼에서 출발해서 칩이 완성되기까지 한 달

기초내용을 알아본 후, 반도체 산업의 SEM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이상 걸린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천 개 이상의 공정을 거치게 되고,
불량은 언제나 생긴다. 초기에 발견하여 조치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2. SEM 기초

공정이 모두 낭비가 되고, 말기에 불량을 찾아 손보지 않으면, 그앞

SEM은 집속된 전자빔(전자프로브)을 시료표면에 2차원 라스터 주

의 공정이 허사가 된다. 매 단계마다 최선을 다해 MI를 수행하지 않

사하면서 전자빔과 시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2차전

으면, 그만큼 수율이 떨어지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자(Secondary Electron, SE) 혹은 후방산란전자(Back Scattered

없다.

Electron, BSE)를 이용하여 시료의 표면을 확대관찰하는 장비이다

정보기술 산업은 반도체 소자의 고용량화와 저전력화라는 서로 엇

(그림 1).

갈리는 두 가지 성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 반도체 소
자는 집적도를 높여 가면서 이 요구를 수용해 왔고, 집적도 향상은
선폭을 축소하고, 구조를 삼차원화하면서 달성되었다. 그러므로, 첨
단 반도체 산업에서는, 크기가 수~수십 nm 이고 종횡비가 수~수십
인, 아주 좁고 깊은 구조를 빈번히 측정한다.
현미경의 목적은 보통 관찰이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에서의 현미경
은 관찰뿐 아니라 패턴이나 결함의 크기를 재는 정량적인 측정 도구
로 쓰여 왔다. 그만큼 정교하고 안정하면서, 고도의 처리기능을 갖춘
장비로 발전하였다. 과거 반도체 회로가 마이크로미터보다 굵었을
때, 패턴의 MI는 주로 광학현미경을 썼다. 회로선이 마이크로미터보

그림1.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확대 영상

다 가늘어지면서, 광학현미경은 분해능이 한계에 이르렀고, 주사전
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하 SEM)이 그 역할을

지난 수 십년간, SEM은 많은 과학과 산업으로 들어갔다. SEM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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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물질 및 손상 분석에서, 전자 및 반도체 산업, 생물학, 화학 그

은 진공장치이다. 진공은 요소부품들의 표면오염과 전기방전을 방

리고 생명과학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SEM은 나

지하고, 전자산란을 막아 전자빔의 궤적을 유지한다.

노수준으로 관찰하는 현미경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며 가장 큰 시

빛의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파장으로 표시하며, nm의 단위를 쓴다.

장을 형성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장비 성능이 향상되고 사용이 쉬워

그러나 전자빔은 에너지 자체의 값을 부르는 것이 편리하므로 keV

져, SEM을 갖추고 있는 실험실이 많아졌으며, 고등학교의 교구로도

를 관례적으로 쓴다. 표 1은 몇 가지 예다.

활용되기 시작했다.
SEM은 광학현미경 및 기타 현미경 (TEM, AFM 등)에 비해, 나노 공

2-2. 전자빔-고체 상호작용

간분해능, 깊은 초점 심도, 간편한 시료준비, 직관적 영상 등의 장점

아래 그림은 전자가 고체시료에 입사했을 때, 나오는 여러 신호들을

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이제 작은 물체의 관찰과 분석을 위해 없어

보여 준다. BSE, SE, 특성X선, 오제전자, 빛(음극발광), 그리고 시료

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므로 극한의 작은 인공구조를

가 얇으면 투과전자가 나온다 (그림 3a). 이중에서 SEM 결상에서 중

다루는 반도체 산업에서 SEM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장 기본적인 도

요한 것이 BSE와 SE다.

구가 된 것은 필연이었다.

입사전자는 고체내 원자핵들과 탄성충돌을 겪으면서, 무작위 방향
으로 날라 다니고, 그 과정에서 꾸준히 비탄성 출동을 일으키며 에

2-1. 장치의 구성

너지를 잃는다. 그 중 일부는 우연히 표면밖으로 다시 튀어 나오기도

SEM은 전자총, 고전압 발생장치, 전자기렌즈, 영상검출기, 시료 스

하는 데 이를 BSE라 한다. SE는 비탄성 충돌로 인해 전자궤도에서

테이지등으로 구성되며, 그림 2는 전형적인 기본구조이다. 전자방출

이탈한 전자이다. SE는 에너지가 작아서 표면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

원은 집속렌즈와 대물렌즈을 거치면서 2~3 차례 축소된 후 전자프

생한 것들만 표면을 탈출한다 (그림 3b). BSE는 상대적으로 시료의

로브가 된다. 전자프로브 이전의 축소빔을 크로스오버라 한다. SEM

그림3. 전자가 시료를 때릴 때 발생하는 여러 신호(a); BSE와 SE의 발생 (b); SE와 BSE의
에너지 스펙트럼 모식도 (c); 전자빔-시료 상호작용 부피 (d)

그림2. 주사전자현미경의 기본구조 및 영상 생성 원리 모식도

표1. 광선과 전자빔의 에너지 및 파장

광선

전자빔

에너지
(keV)

0.0050

0.0064

0.0921

0.10

0.5

1.00

5.00

10.0

20.0

30.0

파장
(nm)

248

193

13.5

0.123

0.055

0.039

0.017

0.012

0.00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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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은 곳을 거쳐 나오므로, 시료 내부 정보를 더 가지고 있다 (그림
3c). 그림 3d는 여러 신호들의 공간적 기원을 보여주는 데, 이러한 공
간을 통틀어 상호작용부피 또는 반응부피라 한다.
그림 4는 가속전압에 따른 상호작용 부피를 보여준다. 가속전압이
낮을수록 표면신호가 강해지고, 높을수록 BSE가 더 깊은 곳에서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빔-시료간 상호작용은 SEM 영상의 해
석하는 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거짓 영상의 발생과 대책수립, 올바
른 측정조건 설정의 기초가 된다 [1].

그림5. 반도체 계측검사용 SEM의 냉전계 방출원

그림4. 가속전압에 따른 상호작용 부피의 크기와 모양에 대한 전산모사 결과 (시료: 실리콘)

2-3. 전자방출원

그림6. 반도체 계측검사용 SEM의 숏키 방출원

SEM은 전자프로브가 작고, 프로브 전류가 클수록 고분해능 영상을
깨끗하게 얻을 수 있다. 크기가 작으면서도 전류밀도가 큰 프로브를

도운다 (그림 5). 대략적으로 열전자 방출과 전계 방출의 결합으로

만들려면 휘도가 큰 전계방출원을 써야 한다. 휘도는 전류를 방출면

이해하면 쉽다. CFE에 비해 전류가 크고 안정한 반면, 수명이 1~2 년

적과 방출입체각으로 나눈 값이다. 전계방출원에는 냉전계방출원과

정도로 냉전계방출원보다 수명이 짧다.2 반도체 산업 응용을 비롯하

숏키방출원이 있다.

여 최근의 전자빔 장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자원이다.

전계방출이란 고체표면에 강한 전기장을 걸었을 때 전자가 튀어 나오

반도체 MI용을 포함하여 현대의 고성능 SEM들은 저전압 특성이 강

는 현상이다. 상온에서 작동하고(가열하지 않음) 강한 전기장만 걸기

화된 SEM들이 주종을 이루는 데, 이때 전자방출원은 특히 핵심적인

때문에 냉전계방출 (cold field emission, 이하 CFE)이라 한다. 강한 전

역할을 한다.

기장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체를 뾰족한 바늘로 만드는 것
이다 (그림 5). 팁에 전위가 걸리면 팁 끝에 강한 전기장이 생성되어

2-4. 전자광학계

터널링 현상으로 전자가 탈출한다. CFE는 숏키방출에 비해, 방출면적

전자렌즈에는 자기렌즈와 정전렌즈가 있다. 그림 7은 자기렌즈의 단

이 더 작고, 휘도가 더 크며, 수명이 더 길다 (3년 이상). 다만 방출전류

면이다. 광학렌즈에서는 빛이 굴절률이 다른 매질을 통과하면서 굴

가 작고, 팁 오염으로 인해 불안정하며, 초고진공이 필요하다.

절 또는 집속되지만, 자기렌즈에서는 간극으로 세어 나온 누설자기

숏키 방출은 음극 팁을 가열해 주면서 동시에 전기장도 걸어준다. 팁

장 세기의 공간적 분포가 전자를 굴절시키고 집속시킨다. 광학렌즈

의 기둥에 붙어있는 지르코늄이 녹아 팁끝으로 흘러가서 팁의 일함
수1 를 낮추고, 전기장으로 전위구배를 만들어 주어 전자의 탈출을

1 전자가 고체표면을 튀어나오는데 드는 에너지
2 도체 산업에서는 장비의 안정된 관리를 위해서, 1 년이 되면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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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굴절률이 일정한 단일 물질로 이루어져 렌즈내에서의 속력이 일

실제의 전자광학계의 최종 설계는, 전용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하지만, 전자렌즈에서는 렌즈를 통과하면서 연속적으로 가속 또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얇은 렌즈 공식은 전자광학계의 많은 부분

는 감속된다.

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 역시 가우스 근사와 유한
광선추적을 이용하는 광학계의 설계 개념과 다르지 않다.
모든 렌즈는 결함, 즉, 수차를 가지고 있다. 렌즈수차의 발생과 원리는
광학렌즈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물리적 실체는 아주 다르다. 빛을 이
용하는 광학에서는 다양한 렌즈의 조합을 이용하여 수차를 제거하지
만, 자기렌즈(볼록렌즈임)를 쓰는 전자광학계는 이 일이 쉽지 않다.
더욱이 전자렌즈는 렌즈자체를 눈으로 보면서 가공하지 못한다. 전

그림7. 자기렌즈 내 전자의 운동 궤적(좌); 자기렌즈에 의해 집속되는 전자빔의 모식도 (우)

자렌즈는 태생적으로 수차요인이 많으며, 결상조건이 바뀌면 렌즈
가 움직이지 않고 대신 그 때마다 렌즈의 초점거리가 바뀐다. 광학계

실제 전자현미경 내 전자빔은 그림 7에서처럼 통통하지 않다. 이는

에서는 비점수차를 한번 보정하면 다시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설명을 위해 편의상 왜곡한 것이고, 실제로는 호리호리하며, 일반적

전자광학계의 축대칭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결상때마다 사용자가

으로 10 mrad (~ 0.6°) 수준이다. 광학현미경 대물렌즈처럼 NA(수

보정기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비점수차를 보정해야 한다. 이런 의

치개구, numerical aperture)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프

미에서 비점수차는 전자현미경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

로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광학현미경에 비해 초점심도가 훨씬 더

는 수차라고 하겠다. 비점 수차를 제외한 모든 전자렌즈 수차들, 구

깊다. 자기렌즈는 원리상 볼록렌즈만 가능하다. 정전렌즈는 자기렌

면수차, 색수차, 회절수차의 합은 최적의 대물렌즈의 구경각 (또는

즈에 비해 수차가 크므로, 일반적인 전자렌즈로 쓰이지 않으며, 정밀

수렴각) 을 선택하여 최소화한다 (식 2 참조).

도가 떨어지는 콘덴서 렌즈나 색수차를 줄이기 위해 자기렌즈와 결
(식 2)

합된 형태의 오목렌즈로 사용된다.
강도가 작은 즉, ‘얇은’ 자기렌즈와 전자빔은 렌즈의 법칙을 만족한다

여기서, d0 ,dd,ds,dc는 각각 최종 프로브 지름, 기하광학적으로 결정

(그림 8).

되는 지름, 회절에 의한 퍼짐, 구면수차에 의한 퍼짐 및 색수차에 의
한 퍼짐이다. 그리고 C0,Cs,Cc는 각각 기하광학적 계수, 구면수차 계수
및 색수차 계수이며, αp는 수렴각 그리고 E,∆E 는 전자빔의 운동에
너지 및 에너지분산폭이다.
그림 9는 윗 식을 토대로 프로브 지름을 최소로 하는 최저 수렴각을
구하는 그림이다. 저전압 SEM의 경우 색수차의 증가로 최적 구경각
그림8. 얇은 자기렌즈에 의한 전자빔의 결상

이 작아지고 빔 지름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자기렌즈의 후방초점거리(back focal length)는
(식 1)

로 주어진다. 여기서 e,m,E0,B0,a 는 각각 전자의 전하량, 질량, 입사
전자 에너지, 누설자기장의 최대 크기 및 축 방향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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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렌즈 수차에 대한 지식은 SEM을 올바로 사용하고 장비의 성능

상으로 하전입자빔을 쓰는 모든 장치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될 수 있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다. 도체 시료의 경우, 잉여전자는 대부분 시료안에서 소멸되거나 시

전자광학계는 전자총 아래 집속렌즈와 대물렌즈로 구성된다. 집속

료대/이송대의 접지로 빠져 나간다. 그러나 반도체나 부도체 시료

렌즈는 1~3 개의 전자렌즈를 이용하여 전차총에 나온 전자빔을 축소

의 경우, 접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고립되어 전하축적이 일어난다.

시킨다. 그림 10은 집속렌즈의 초점거리를 바꾸어 전자빔의 크기를

그러면 SEM 영상이 불안정해지거나 변하고, 상이 왜곡되며, 영상이

조절하는 원리를 보여준다. 전자빔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많은 전자

흐른다. 심지어 아크방전이 일어나거나 미세 구조가 깨지기도 한다.

가 차단되어 전자빔 전류가 함께 작아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BSE와 SE의 수율변화, 그리고 시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사에
너지, 프로브 전류, 주사 모드등을 조절하여 대전을 감소시킬 수 있
다. 작은 가속전압과 프로브전류를 쓰고, 주사속도를 높이는 것이 좋
다. 에너지가 큰 BSE가 SE에 비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절에 한계가 있다.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전하를 뿌려 주어 시료를
중화시키거나 별도의 전하조절 전극을 쓰기도 한다.
탄소오염은 시료표면에 묻어 있는 유동성 상태의 탄화수소가 전자
빔에 의해 분해될 때 탄소가 그 자리에 남아 쌓이는 현상이다. 그러

그림10. 집속렌즈를 이용한 전자빔 지름 조절. f 는 렌즈의 초점길이, 빗금 부분은 차단되는
전자빔이다.

므로 탄화수소가 없는 깨끗한 시료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예방의 핵
심이다. 시편을 열램프로 가볍게 굽거나 자외선을 쪼여주는 방법들
이 있다. 플라즈마 청소(plasma cleaning)을 써서 탄소오염을 예방

대물렌즈는 시료에 입사할 최종 전자프로브를 형성시킨다. 대물렌

하거나, 이미 생긴 탄소오염을 줄일 수도 있다. 시료대전과 마찬가지

즈에는 주사계, 비점보정기, 상 이동기의 코일, 냉각수 코일이 들어

로 오염의 축적속도는 시편에의 전자노출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줄일

간다. 더욱이 고급 현미경에서는 대물렌즈 안에 검출기까지 내장되

수 있다. 꼭 필요할 때 아니면 고배율 결상을 피해야 한다. 저 에너지

므로, 대물렌즈는 전자광학계의 핵심이자 설계가 가장 어려운 부분

입사전자들은 시료 내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근처에만 있

이다. 과거에는 비교적 간단한 핀홀렌즈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스

게 되므로, 신호전자들은 표면오염에 더 민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

노클렌즈(snorkel lens) 또는 저지장렌즈 기술등이 도입되어 더욱 복

염은 저전압 결상에서 심각한 한계를 가져온다. 촬영중에 오염이 쌓

잡해졌다 [2,3].

여 원래의 상을 덮어버릴 수 있다. 기기가 유발하는 오염은 효과적
으로 제거할 수단이 있으므로, 시료만 깨끗하면 된다. 반도체 산업은

2-5. SEM의 단점과 한계

이제 원자 수준으로 표면 청정도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가 필

SEM을 제대로 응용하려면 SEM의 한계와 단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요하며, 추가연구로 가능해지고 있다.

한다. SEM은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적, 열적, 화학

전자빔 손상은 시료의 최종적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에도 영향을 주

적 손상을 시료에 가할 수 있다. SEM에 의한 시료손상에는 빔수축,

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SEM에서 초점 맞춤과 비점 보정은

시료대전(charging), 탄소 오염등이 있다.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게 된다. 두 작업 모두

종종 폴리머 층(예:포토리지스트)이 전자빔을 맞아 수축하는 손상인

수동 및 자동 방식이 가능한데, 시료 표면에 눈에 띄는 세부 구조가

전자빔수축은 CD가 작아지면서 오랫동안 골치거리였다. 전자빔 수

없거나 시료가 대전되어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리는 데, 이 경우 시간

축은 이제 잘 이해되었고, 많은 경우 이로 인한 CD 측정값을 예측하

에 비례하여 탄소오염이 더 발생한다. 전자빔에 의한 시료 손상을 줄

고 보상할 수 있다.

이려면, 필요한 영역에서만 가급적 빠른 시간에 측정을 수행하는 것

시료대전은 시료가 이온화하거나 소자 구조에 전하가 분포하는 현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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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도체 산업용 SEM3

셋째,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은 전하조절전극이다. 일반 연구실처럼

반도체 산업에서 SEM은 횡단면 시료의 측정, 입자와 결함의 분석,

비전도성 시료의 전하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금속코팅을 한다는 것

인라인 결함의 결상 (결함 리뷰) 그리고 CD 측정의 목적으로, 인라인

은 절대 불가능하다. 가능한 낮은 가속전압을 쓰지만, 이것만으로는

과 오프라인에서 쉴 새없이 계속 쓰이고 있다. CD-SEM은 모든 리소

부족하다. 전하조절전극은 웨이퍼 상에 전기장을 인가하여, 신호전

그래피 공정이 목표로 하는 회로 패턴의 핵심 칫수를 잰다. CD가 계

자의 운동궤적에 영향을 주어, 검출 효율 및 웨이퍼 표면의 잉여 전

속 작아지면서 고분해능 DR-SEM과 EBI-SEM의 요구가 높아지고

하를 조절한다. 더불어 홍수총(flood gun)을 써서 웨이퍼 표면에 인

있다.

위적으로 전하를 뿌려 주기도 한다. 전하축적은 정적일 수도 동적일

반도체 산업용 인라인 SEM들의 가격은 성능이 유사한 연구용 SEM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시료, 전압, 주사속도, 프로브 전류에 따라서 모

보다 가격이 3배 이상이다. 눈에 띄는 이유를 3 가지 정도로 생각해

두 다르므로, 측정공정별 레시피가 필요하다. 그 밖에 특수 목적의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측정노하우등이 숨어있는 소프트웨어도 고가의

첫째,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인라인 SEM들의 시료는 모두 웨이퍼

숨은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다. 기본적으로 시료실은 웨이퍼를 수용할 만큼 커야 하고, 웨이퍼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SEM에는 용도에 따라 CD-SEM, DR-SEM,

4

의 입출력을 위한 핸들러와 로드락 이 붙어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

EBI-SEM등이 있다. 이 장에서 이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통찰을

용 SEM은 용도와 무관하게 외관이 모두 비슷하며, 연구용 SEM보다

위해 표 2에 세 종류 인라인 SEM의 대략적 사양을 적었다.

크다 (그림 11).
표2. 인라인 SEM의 사양

CD-SEM

DR-SEM

프로브 전류

수 ~ 수백 pA

< 1 nA

> 1 nA

착륙 에너지

0.02 ~ 3 keV

0.02 ~ 10 keV

0.02 ~ 5 keV

분해능

~ 1 nm @ 1 kV

< 1 nm

< 2 nm

리뷰모드
자동결함분류

검사모드
+ 리뷰모드
자동결함분류

기타

EBI-SEM

그림11. 반도체산업용 SEM

3-1. CD-SEM
CD-SEM은 CD 측정 전용 SEM이다. CD는 critical dimension의 약
둘째, 웨이퍼 지름이 300 mm이다. 이 넓은 장소에서 수~수십 nm

자로, 임계치수 또는 핵심치수라 한다. CD는 반도체 소자의 리소그

의 구조들을 늘 찾아다니기 위해서 최고 사양의 이송대 (stage)가 필

래피와 에칭공정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작은 회로선의 폭이나 구멍

요하다. 위치 반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송대에는 간섭계가 붙어있

의 지름을 의미한다. CD-SEM에 의한 패턴관찰은 최초의 MI 작업인

으며, 이 간섭계로 이송거리 (XY)를 나노미터이하의 분해능으로 재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서 이송대를 움직인다. 또 웨이퍼와 SEM 경통바닥면과의 거리(Z)

패턴 측벽의 기하학적 모양과 좌표 결정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

- 작업거리라 부름 - 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높이센서가 부착되

려운 측정이다. 소자의 선폭이 작아지면서, SEM 프로브 자체의 특성

어 있다.

이 중요해지고, 측벽의 변동은 CD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위
치 조절은 nm 수준까지 요구된다.

3 필
 자는 반도체 팹에서 직접 일한 경험이 없고, 반도체 산업용 장비들을 직접 사용해 보지 않았다. 이러한 부
족함때문에 원고의 내용 일부가 오래 되었거나 부정확할 수 있어서 독자의 양해를 미리 구한다.
4 시료실에 진공을 깨지 않고 시료를 넣고 뺄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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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GHT
July 2021

시료에서 유리한 반면 수차, 특히 색수차가 커진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틸트-SEM 기술과 모형기반의 라이브

색수차를 줄이는 데는 에너지분포가 좁은 냉전계방출원이 유리하지

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만, 전자원의 안정도가 나쁘고, 정기적으로 플래싱을 해 주어야 하므

최근 반도체 회로의 설계규칙이 더 작아지고 삼차원화되면서 광학

로, 지금까지 숏키 방출원을 썼다. 숏키 방출원의 단점이었던 CFE보

적인 오버레이 (overlay)7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SEM 오버레이가

다 큰 에너지폭을 줄이기 위하여 단색화장치를 붙여 에너지 분산을

도입되었고, 더 깊고 좁은 구멍과 홈의 바닥을 보아야 한다. 이러한

획기적으로 줄였다. 방출이 불안정하고 전류가 작았던 냉전계방출

수요에 대응하여 고전압 CD-SEM이 개발되어 쓰이고 있다. 고종횡

원은 진공도 향상과 마일드 플래싱으로 단점을 보완하였다.

비 비아홀과 트렌치의 바닥영상을 고전압 SEM과 저손실 BSE 검출

렌즈 수차를 줄이고 검출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양장 (boosting

모드로 촬영할 수 있음이 시연되었다. 에너지가 10 kV 이상인 고전

field) 또는 저지장 (retarding field)기술을 쓰는 데, 기종마다 구체적

압 SEM은, 비록 측정지점에 국소적으로 전기적인 손상이 유발될 수

인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유사하다. 입사전자의 가속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라인 CD-SEM의 분해능을 향상

압은 전자총에서 결정되는 데, 전자광학계는 저에너지 전자빔에 대

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해법이다. 그런 장치들의 상용화 제품이 이미

한 수차특성이 나쁠 뿐 아니라, 느린 전자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

도입되어, 몇 가지 작업 – 특히, 고종횡비 비아 측정과 CD-SEM 기반

이 받는다. 그러므로 전자광학계를 통과하는 동안 빠르게 통과시키

의 오버레이 측정등 - 에 쓰이기 시작했다[5].

고, 시료 입사 직전에 급격히 감속시키면, 저에너지 프로브의 크기를
더 작고, 전류는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지장은 시료로

3-2. DR-SEM

부터 튀어 나온 신호전자를 가속시키고 모은다. 신호전자의 에너지

결함은 반도체 소자생산 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전

가 작을수록, 신호전자는 더 좁은 각도로 모이게 되고, 다시 전자칼

기적 또는 파라미터값의 이상변동으로 정의된다.

럼안으로 들어가 내부에서 검출되므로, SE의 검출수율을 획기적으

결함의 유형에는 중요결함(Real Defect), 거짓결함(False Defect) 그

로 키울 수 있다.

리고 잔결함(Nuisance Defect)의 3 가지가 있다. 중요 결함은 물리

오늘날 1 kV 이하의 가속전압에서도 1 nm 이하의 분해능을 가진

적 결함을 의미하며, 패턴 불량, 입자, 빈공간(void), 스크래치등 실제

SEM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CD-SEM은 산업에 가장 먼저 적용된

로 회로에 손상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거짓 결함은 측정이 잘못되

저전압 SEM이다.

어 보고되는 결함이며, 잔 결함은 물질의 고유한 알갱이(grain) 나 색

22 nm 노드6 부터 시작한 반도체 소자 구조의 삼차원화는 CD-SEM

깔 변화를 주는 수준의 얇은 박막등 수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4].핀구조의 트랜지스터 및 3D NAND 메

결함을 의미한다. 이후 언급하는 결함은 모두 중요결함이다.

모리의 경우 3차원 입체 구조에 대한 치수를 알아내야 했다. 또한

물리적 결함은 대부분 광검사로 잡아 왔다. 그 중에서도 표면의 패턴

SE-신호곡선에 뚜렷한 귀가 없는 패턴이 많아졌다. 즉, 패턴이 좁아

결함이 가장 검출이 용이하다. 그러나 관심결함(Defect of Interest,

지면서 양쪽의 귀가 너무 가까워져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림 12).

DOI)은 점점 더 작아지는 반면, 잔결함(Nuisance)은 그대로이다 보
니 두 가지가 비슷한 크기가 되어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DR-SEM은 광검사로 찾은 결함이나 입자를 다시 찾아 SEM 사진을
찍고, 분류하는 장비이다. 그러므로 결함의 광검사에 대하여 먼저 알
아본다.
광학현미경이 반도체 소자의 CD 측정에서 일찍 자취를 감춘 것과 비

그림12. CD가 프로브 지름보다 작아지면 모서리 강화 신호가 없어지고 하나의 봉우리만 나
타남.

교하여, 결함검사는 여전히 광학 장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

6 반도체 소자의 진화수준을 선폭을 사용하여 단계로 나누는 단위 [5]

7 층간 상하좌우 정렬을 위한 기술. 각 층에 특정한 표식을 새겨 정렬정밀도를 높임.

한 구도는 앞으로도 오래 갈 것이다. 결함검사는 재는 기술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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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기술이다. 핵심 능력은 공간분해능이 아니라 감도이다. 광검사

DR-SEM은 웨이퍼 광검사장치가 찾은 결함을 SEM에서 다시 찾아

는 빛이 웨이퍼 표면을 라스터 주사하면서, 비정상적인 산란광 변화

영상을 획득하고 분석하여, 엔지니어가 결함의 원인을 찾도록 도와

가 일어나는 위치를 찾아내어. 지도를 만든다 (그림 13).

준다. 웨이퍼 광 검사장치와 DR-SEM은 이렇게 생산라인에서 협력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광검사장치에서 결함을 발견하면 결
함의 순서번호와 웨이퍼 상의 위치가 기록된다. 검사가 완료되면, 이
웨이퍼는 광검사장치에서 DR-SEM으로 옮겨진다. 이때 파일도 함
께 넘어간다. 광검사기에서 넘어온 좌표값만으로 SEM에서 해당 결
함을 찾아가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므로 이 때도 부근의
다이나 셀과의 차영상를 조사하여 원하는 결함을 찾는다.

그림13. 광/전자빔을 이용한 미세결함 검출(BF, DF, SE)

DR-SEM은 수천~ 수만 개의 결함을 처리해야 하므로, 결함의 개별
적인 영상과 정보를 하나씩 다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DR-SEM에는

광검사는 브로드밴드 광원을 쓰며, 산란광을 모아 세기를 잰 후, 웨

자동결함리뷰(Automatic Defect Review, ADR)와 자동결함분류

이퍼 표면에 결함이 표시된 디지털 지도를 만든다. 광검사에는 명

(Automatic Defect Classification, ADC)의 기능이 있다. ADR은 등

시야(bright field) 검사와 암시야(dark field) 검사가 있다. 명시야

록된 모든 결함의 영상을 자동으로 얻고, 크기/모양/성분에 대한 데

검사는 반사방향으로 산란된 빛을 모아 재며, 생산라인에서 가장

이터베이스를 만든다. ADC는 소프트웨어로 결함을 기원을 따라 분

많이 쓴다. 암시야 검사는 반사방향에서 벗어난 각도로 산란된 빛

류한 후 서버에 재저장한다 (그림 15).

을 모아 잰다.
미세한 패턴 결함은 자체 영상에서 직접 찾기 어렵다. 차영상
(difference image)을 이용하면 (그림 14 참조) 결함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림15. 분류된 결함 분포 지도(좌) 및 파레토 챠트(우) 예.

3-3. EBI-SEM
그림14. 결함+패턴 영상(좌); 무결함 패턴(중앙); 차영상(우)

소자가 미세화되면 관심결함이 더 작아지므로 결함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물론 광검사로 여전히 많은 결함을 찾을 수 있지만, 소
다이(die)의 결함은 데이터 베이스에 들어있는 기본 패턴 영상과 실

자업체들은 점점 더 EBI에 의존하게 된다.

제로 획득한 패턴 영상과의 차를 이용하고, 셀(cell)의 결함은 획득

EBI와 광 검사는 서로 보완하며 결함을 찾지만, 두 기술이 해결하는

한 세 개의 획득영상 간 차를 이용한다. 최고 수준의 기술로 제작된

문제 유형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광 검사의 목표는 물리적 결함 - 빈

광학 장치, 오랜 역사의 데이터 베이스와 노하우뿐만 아니라 정교한

공간, 돌출, 브릿지등 - 이다 (그림 16). 물론 전자빔도 빛으로 못 잡

영상처리기술의 발달로 현재 광검사의 감도 한계는 대략적으로 20

는 작은 물리적 결함 – 깊은 구멍이나 트렌치 바닥같은 결함 - 검출

nm 수준이다.

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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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결함의 종류 및 검출방법

EBI는 BSE와 SE를 모두 이용한다. 구조의 더 깊은 곳에 기원하므로, 좁고
깊은 구조에는 주로 BSE를 쓴다. 표면에서의 검출은 SE를 주로 쓴다.

그림17. VC 결함 검사

EBI-SEM는 감도가 1 nm 이하이므로, 광검사가 못 찾는 최소 결함을
찾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최소결함이 문제되는 첨단소자제품의

(처리속도 불충분)를 서로 보완적으로 쓰는 것이 최상이다.

핵심 영역에서, EBI의 역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SEM 의 촬영속도를 높이려면 그만큼 영상 잡음을 줄여야 하는 데,

그러나 EBI는 인터커넥트 구조내 빈공간, 전기적 합선이나 단락 같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브 전류를 높이는 것이거나 검출기 감도를 높

은 전기적 결함을 찾는 데 주로 쓰인다. 전기적 결함은 광검사로 잡

여야 한다. 그러나 한 광학계에서 프로브 전류를 키우면 프로브 지름

히지 않으며, 전자빔으로 조사하거나 외부전압을 인가한 후 생기는

도 따라 커지고, 검출기 감도를 올리면 잡음도 함께 많아진다. 기본

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전기적 결함

적으로 EBI-SEM은 감도, 처리속도, 분해능의 3가지 성능을 대하여

은 전압대비 결함 (voltage contrast, 이후 VC 결함)이라 한다. 일반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분해능 위주(작은 프로브)의 촬

SEM 영상서 보이지 않던 구멍의 바닥이 대전후나 전압이 인가된 후

영모드와 속도 위주(센 프로브)의 검사모드로 나뉘어진 경우도 있다.

에야 볼 수 있다. 그림 17은 불량 텅스텐 플러그를 EBI로 찾은 실제

영상을 더 빠르게 얻기 위하여 전자빔 주사와 검출속도를 올리는 과

예와 설명이다.

정에서, 하나의 전자빔으로 초고속 주사를 할 경우 통상 전자빔 전류

왼쪽 텅스텐 플러그는 실리콘 기판과 닿았지만, 오른쪽 플러그는 바

가 100 nA 보다 커지고 그만큼 분해능이 저하된다.

닥의 비전도성 잔여물질이 남아 있어 절연된 상태이다. 합선 또는 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큰 전류의 전자빔을 여러 다발로 나눈 후, 각각

선이 일어난 경우는 대전이 적게 일어나 밝게 보이는 반면, 단락이

을 주사하여 독자적인 영상을 얻은 다음 이를 모아 붙이는 멀티빔

있는 경우는 어둡게 보인다.

SEM이 등장하였다 [6].

한편, EBI의 최대 약점은 처리속도이다. 광검사 장비는 웨이퍼 전면

부분적이겠지만, 조만간 멀티빔 검사장비 (MEBI-SEM)가 실제 생산

을 주사하면서 결함을 찾는다. 관심결함에 따라 검사조건은 다를 수

에 쓰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토마스크의 패턴은 전자빔 리

있는데, 시간당 1 개 이상의 웨이퍼를 검사할 수 있다

소그래피로 그리는 데, 여기에는 이미 멀티빔 기술(512 x 512 빔)을

일반적으로 EBI는 광 검사보다 천 배 혹은 그 이상 느리다. 전자빔으

쓰고 있다.

로 웨이퍼 전체를 다 검사하려면, 며칠이 걸린다. 그러므로 EBI는 생

멀티빔 기술은 여전히 근본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 그림 18은 멀티빔

산 모니터링용으로는 적합지 않고, 다이의 일부 영역만 주사하여 특

SEM의 개념도인데, 몇 가지 난제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프로

정한 그리고 찾기 힘든 결함을 탐색하는 용도로 쓰인다. 이처럼 EBI

브 전류이다. 프로브가 많아 총 프로브 전류가 커야 하는데, 이는 전

는 유용하지만 너무 느려서 당분간 결함검사의 전경은 바뀌지 않을

자방출원의 크기가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전자빔의 전류밀도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광학 장비(감도 불충분)나 단일 전자빔 장비

가 커지면 전자끼리의 상호 교란이 심해져 색수차가 커지고, 전자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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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의 면적으로 전자렌즈의 사용면적이 커지므로 구면수차가 커지

용분야이다.

는 문제등도 예상된다. 프로브 전류의 균질도, 각 프로브가 발생시키

DR-SEM 및 EBI-SEM 업체들은 결함검출에 모두 기계학습을 사용

는 신호전자의 검출시 상호간섭도 중요한 문제이다. 멀티빔 검사가

하고 있다. 기계학습은 칩 속의 결함을 찾고 분류하는 일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쓰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 기계 학습
이 처음 쓰인 것은 1990년대였다. 이후 심층학습은 기계학습에 날개
를 달아 주었다. GPU 기반의 심층학습훈련으로 자동결함분류와 패
턴인식 성능은 눈에 뛰게 좋아졌다.
영상 기반의 AI 시스템들은 컨볼루션 신경망(comvolution neural
network, CNN) 특히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deep CNN, DCNN)을
주로 쓴다. 여기서“심층”은 기계학습 모형의 여러 필터층을 뜻한다.
Hitachi High-Tech 사는 결함의 SEM 리뷰 감도를 높이기 위해
DCNN을 써서 영상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NuFlare Technology사
는 DCNN을 써서 SEM 결함을 검출한다. AI를 탑재한 KLA의 첫 공정

그림18. 멀티빔 SEM의 개념도

제어 시스템은 심층학습알고리즘을 써서 미묘한 검출신호과 패턴/
공정 잡음을 찾는다[10].

첫 번째 반도체 응용은 EUV 마스크의 결함검사가 될 것이다. ASML,

기계학습의 도입으로, 과거 모델기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결함난

KLA-Tencor등은 EUV 마스크를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멀티빔 기술

제 및 새로운 결함에 대한 검출능력에 상당한 변화가 이어질 것이며,

을 개발하고 있다. ZEISS는 EUV 마스크를 검사하고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은 이를 더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91개 빔을 사용하는 주사전자현미경을 개발하였다 [7].
결함이 발견되면 마스크 수리장비에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마스크

4. 맺음말

를 수리할 수 있다.

반도체 소자의 구조가 날이 갈수록 미세화되면서 나노영상을 기반으

마스크 검사는 웨이퍼 검사와 다른 응용분야이다. 마스크 검사에서

로 하는 현미경 측정기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분해능과 표면

멀티빔 기술을 습득하면, 웨이퍼 검사로 넘어 올 것이다.

대비 특성 모두 우수한 SEM의 응용범위와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과

멀티칼럼 SEM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8], [9]. 초소형 배열 칼

거 광학현미경이 그랬듯이 이제 SEM은 일상적인 반도체 산업의 결상

럼-SEM 이 SEM 처리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되었고

및 MI 도구가 되었다. 예전부터 쓰이던 CD-SEM과 EBI-SEM의 성능은

초소형 SEM 하나의 작동이 시연되었다. 정전 및 자기렌즈 설계의 한

크게 향상되었고, overlay SEM은 지금까지 광학적인 방법에만 의존하

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던 overlay 측정의 영역을 확장시켰으며, SEM의 고속화 및 멀티빔 기
술은 SEM의 전수검사 시대를 서서히 예고하고 있다.

3-4. SEM의 지능화

SEM은 최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어 기존의 계측 자동화에 이어 계

최근 연구용 SEM은 자동화,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

측 지능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용량 검사를 위하여 속도의 획기적인

하 AI)을 탑재한 지능화 시스템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일찍이 이러

향상이 필요하고, 좁고 깊은 패턴의 영상화, 시료 대전 및 시료손상

한 수요가 강했던 반도체용 SEM은 이들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다.

(폴리머 축소, 탄소오염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진화해 나

AI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이 정확히 어디에서 최선으로

갈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SEM의 역할과 영향력은 날로 증가하고

쓰일지는 여전히 연구중이다. 현재는 SEM 영상 기반의 웨이퍼 검사,

있으며, 앞으로 많은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결함의 검출/분류/예측 그리고 SEM 영상잡음 제거등이 대표적인 활

중요하지만,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많다. 인라인 FIB-SEM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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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SEM 융합장비로써, 한 공간안에서 웨이퍼를 두고, FIB로 패턴

[2] J. I. Goldstein, D. E. Newbury, P. Echlin, D. C. Joy, C. E.

의 횡단면을 만들고, 이를 SEM으로 보고 잴 수 있는 인시츄 장비이

Lyman, E. Lifshin, L. Sawyer, and J. R. Michael, Scanning Electron

다. 나노측정에서는 한 가지 측정방식만으로 완전하게 측정하는 일

Microscopy and X-ray Microanalysis , (Springer US, USA, 1998)

은 드물다. 혼합계측 (Hybrid metrology, Combined metrology,

[3] A. Khurshee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ptics and

Integrated metrology라고도 한다)은 여러 방식을 써서 여러 관점에

spectrometers (World Scientific, Singapore, 2011)

서 측정하고, 결과들을 함께 그리고 동시에 최적화함으로써 결과의

[4] IEEE, "International roadmap for devices and system(IRDS)

불확실성을 줄이는 기법이다. 예로써, 현재 OCD는 변수가 너무 많으

2020 Edition," (IEEE, Published: 2020), https://irds.ieee.org/

면 독립적인 유용성이 떨어졌다 [11]. 다른 변수는 고정해 놓고 7~8

images/files/pdf/2020/2020IRDS_ES.pdf

개의 변수만 남겨 돌리는 방식을 택한다. CD-SEM이나 TEM으로

[5] G. F. Lorusso, N. Horiguchi, J. Bömmels, C. J. Wilson, G. Van

CD 및 두께 측정을 먼저 하여 몇 개 변수를 고정해 놓고 나머지 변수

den Bosch, G. Sankar Kar, T. Ohashi, T. Sutani, R. Watanabe, and Y.

를 맞추는 그런 식이다. 첨단 반도체를 비롯한 나노계측의 3 요소는

Takemasa, "Electron beam metrology for advanced technology

시료준비, 장비 그리고 시뮬레이션(측정모형)이다. 시뮬레이션은 이

nodes," Jpn. J. Appl. Phys. 58, SD0801 (2019)

제 실험만큼 중요해졌으며, 첨단장비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이

[6] V. Marx, "Brain mapping in high resolution," Nature 503,

미 하드웨어를 앞지르고 있다. 대규모 고속 계산능력, 통계기반의 측

147–152 (2013)

정품질 실시간 평가, 측정기 시뮬레이터는 미래의 계측기술인 가상

[7] https://www.zeiss.com/semiconductor-manufacturing-

계측 (virtual metrology)의 핵심 요소들이다.

technology/products-solutions/process-control-solutions/

마지막으로 광학적 분석기술이 다시 뜨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반

multisem-multi-beam-sem.html

도체 산업에서 광기술은 분해능 한계 때문에 활용범위가 분야가 축

[8] Patterson, et. al., Frontiers of Characterization and Metrology

소되어왔다. 그런데 이제 SEM도 분해능 한계에 이르렀다.8 그러다

for Nanoelectronics , 2019

보니 패턴을 개별적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패러다임에 일부 수정이

[9] H. S. Kim, Y. B. Lee, S. W. Choi, H. W. Kim, D.-W. Kim, S. J.

불가피하게 되었다. 공간분해능이 떨어진다 해도 광계측 신호들은

Ahn, T. S. Oh, Y.-H. Song, B. C. Park, and S. J. Li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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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광 소자 개발을 위한
4차원 나노 공정 기술
1. 들어가며

로 확대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일반적으로 광 소자는 리소그래피와

1, 2차원 구조를 넘어 3차원 형태의 나노 구조체를 빠르고 안정적으

같은 전통적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2차원적으로 제작된다. 이러한

로 제작할 수 있다면, 자연 과학을 비롯한 공학 전반에 걸쳐 구조 제

제작 기법은 반도체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수 나노미터 수준

작 한계에 의한 여러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 해상도를 갖는 구조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 되

응용으로의 확대 역시 가능해진다[1,2,3]. 특히, 광학 분야에서는 3차

어있다. 하지만, 3차원 소자를 기존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하려

원 나노 구조체 제작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대표적으

면 여러 층을 정밀히 쌓아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 난이도가 기

로 메타 물질의 개발 범위가 비약적으로 넓어지게 된다.

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3차원 공정

메타 물질은 매우 높은 굴절률을 갖거나, 음의 굴절률 혹은 0에 가

기술들이 다양한 스케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4]. 특히, 최근

까운 유전율을 갖는 자연계에 존재하기 어려운 특이한 광학적 특성

에는 평면적으로 제작된 소자들을 다양한 외력을 통해 시간적으로 3

을 갖는 인공 물질로써, 이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파장보다 훨씬

차원 구조를 구현해내는 이른바 4차원 나노 공정에 대한 연구가 발

작은 나노미터 스케일의 3차원 구조체가 반드시 필요하다[1]. 이러

표되고 있다. 이러한 제작 기법은 여러 장점을 지니는데, 2차원 평면

한 메타 물질을 기반으로 보다 향상된 편광 제어, 초고해상도 이미징

으로 만들어진 소자를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3차원으로 제작이 되어

등 다양한 광 장치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메타 물질과 더불어 광 집

도 얇은 측벽 두께를 가진 속이 빈 형태의 3차원 구조체를 만들어 낼

적 회로 구현에 있어서도 3차원 나노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수 있고, 디자인에 맞춰 제작 조건을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구

다. 일반적으로 광 집적 회로는 광도파로 및 광공진기 등의 평면 구

조체의 기능적, 구조적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리뷰에서는 3차

조들로 구성이 되지만, 이러한 장치 안팎으로 여러 다른 광 장치들을

원 나노 구조를 제작하는 전통적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최근 발

패키징 하거나 광 집적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3차원 나노 공

표되고 있는 4차원 나노 공정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정이 필요하다[4]. 광 바이오 센서 분야에서도 3차원 구조화를 통해
그 성능을 높일 수 있다[5]. 예를 들어 표면증강라만산란(Surface-

2. 3차원 나노 공정 기술

enhanced Raman scattering; SERS) 분광 기술은 거칠거나 나노 구

3차원 나노 구조를 제작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top-down

조화된 금속 표면이 있는 상태에서 개별 분자의 분광 정보를 더 정확

방식과 bottom-up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리소그래

하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2]. 높은 픽셀 밀도의 이미지 센서 역시

피를 중심으로 하는 top-down 기반 제작 기술과 유연 소재 및 생체

픽셀 판독을 위한 전자 요소의 3차원 통합과 픽셀 활성 영역으로 빛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bottom-up 기반의 제작 기술들을 살펴본다.

을 전달하는 광학 구조에 의존한다. 빨강, 녹색, 파랑보다 더 많은 정

Top-down 기반의 3차원 구조 제작 기법은 전통적인 반도체 제작

보를 캡처하는 다기능 이미지 센서에서 픽셀 표면의 3차원 나노 구

기법을 응용하여 구조를 만들어 낸다. 이는 반도체 개발을 위한 숙

조를 도입함으로써 고성능 각도 및 편광 감지, 그리고 정밀 칼라 필

성된 산업적 기반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기법들에 비해 산

터링 등과 같은 추가 기능들을 매우 얇은 두께 내에서 구현해낼 수

업적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리소그래피를 기반으로 3차

있다[3].

원 구조를 제작하는 대표적 제작 방식은 간섭 무늬 리소그래피라 불

이렇듯 최근 광 소자들을 2차원 단면에 한정시키지 않고 3차원 구조

리는 홀로그래픽 리소그래피 (Holographic lithography, HL) 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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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방식은 원하는 샘플 지점에 각기 다른 위상을 갖는 여러 빔을

제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물질 선택이 자유롭고 이론적으

조사하여 그 지점에서 특정 간섭 무늬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간섭 무

로 sub-nm 해상도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늬의 세기가 감광제의 반응 하한점을 넘는 위치에 물리화학적 변형

앞서 설명한 top-down 기반의 3차원 구조 제작 기법은 높은 해상도

을 일으켜 패터닝을 하고, 이를 3차원 방향으로 스캔함으로써 3차원

와 넓은 제작 면적을 갖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 제작을 위한 기본 장

패터닝을 하는 것이다. HL은 기본적으로 간섭 무늬의 조합을 이용한

비가 다소 비싸고 복잡하며 제작을 위한 장비의 진입장벽이 다소 높

기법이기 때문에, 광학 장비나 마스크가 필요 없고 다른 복잡한 공정

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bottom-up 기반의 3차원 구조 제작 기법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 매우 간편한 장점이 있다.

은 단위 구조체의 성장 및 합성을 통해 나노 구조체를 만드는 기법으

다른 리소그래피 기반 3차원 구조 제작 기법으로는 위상 마스크 리

로, 자가조립, 물질 성장, 화학 반응, 그리고 열적인 반응을 이용하여

소그래피 (Phase Mask Lithography, PML)가 있다. 특수한 위상 패

나노 소자를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의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으면서

턴을 가진 마스크를 감광제 위에 올려 두고 단일 빔을 조사하여 3차

매우 정교한 제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기법은 단위 구조체를

원적 간섭 무늬를 감광제에 입히는 기법이다. 특수한 마스크가 필요

매우 작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나노 소자 제작에 유리하고, top-

하지만 단일 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HL에 비해 더욱 간단한 광학 장

down 기법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유연 소재를 이용한 소자나 생체

비만이 필요한 장점이 있다.

소자 등을 제작하기에 적합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두 제작기법들은 간섭 무늬를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를

Bottom-up 기반의 3차원 나노 구조 제작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

가지는 주기적 패턴을 만드는 데 매우 적합하나, 원하는 임의의 패턴

는 방식이 자가조립 방식이다. 이는 나노스케일의 단위 구조체를 만

을 만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다광자 리소그래피 (Multiphoton

들어낸 후, 단위 구조체간 자체적인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3차원적으

lithography, MPL) 방식은 빛의 비선형 신호를 이용하여 패터닝을

로 그들을 결합시켜 만들게 된다. 이러한 단위 구조체는 콜로이드 형

하는 3차원 리소그래피 방식이다. 강한 펄스 레이저 빛을 감광제 안

태, DNA 형태, Block copolymer 형태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만들게

에 렌즈를 이용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초점의 아주 작은 점에서 two

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화학적으로 조절하여 자이로이드, 원통형,

photon polymerization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후 렌즈를 이용해

구형 등 원하는 구조체를 제작하게 된다. 최근에는 block copolymer

원하는 위치를 스캔해가며 마치 3-D 프린터와 같이 3차원 형상을

단위 구조체를 이용하여 3차원 나노 구조를 제작하는 연구가 활발하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MPL 기법은 앞서 두 기법에 비해 해상도가 다

다. 예를 들어, 각각의 block copolymer 단위 구조체가 poly A – poly

소 떨어지고 제작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원하는 임의의 패

B – poly A (이하 ABA) 또는 BAB 와 같은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고,

턴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원통형 구조들이 ABA-ABA-ABA 순으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리소그래피 기반의 3차원 구조 제작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폴리머를

이루어 원하는 기능을 가진 3차원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12].

기반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소그래피 후 식각 및 증착 공

Block copolymer 뿐만 아니라 3차원 DNA를 활용한 자가조립 기술

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온도에 인한 열팽창 및 열수축, 그리고

연구도 최근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NA는 화학적, 기계적 물

폴리머의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3차원 리소그래피 특성

성 및 유연성이 좋고, 접거나 마는 형태의 제작 또한 가능한 단위 구

상 외부 물질을 구조체에 입히는데도 한계가 있다. 반면, 전자빔/이

조체이다. 이러한 DNA를 이용한 3차원 구조체 제작은 주로 접는 형

온빔 유도 증착 (Focused electron/ion beam induced deposition,

태로 많이 만들게 되는데, DNA 자가조립을 이용해 단층 형태의 구조

FEBID/FIBID) 기법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체를 생성한 다음 이를 종이 접기 하듯이 3차원 형태로 접어서 만들

제시되고 있다. 이온빔이나 전자빔은 자체적인 전하를 띄고 있기 때

게 된다. 또한 DNA block을 원하는 대로 묶어내어 DNA frame을 만

문에 전기력을 통해 각종 물질을 매우 정밀히 유도하여 쌓이게 하고,

들어내고, frame 위에 실리카 등의 물질을 증착 시켜 원하는 형태의

3차원적으로 다른 물질을 집합시켜 아주 미세한 패턴을 만들어 내는

물성을 가진 3차원 나노 구조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13]. DNA를

것도 가능하다. 이 제작 방식은 고 진공 장비 내에서 오랜 시간동안

이용한 3차원 자가조립의 경우 단위 구조체가 매우 작고 한 번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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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3차원 나노 공정 기술 (a-e) top-down 기반 제작 기술 (a-b) 다광자 리소그래피 (ce) 전자빔/이온빔 유도 증착 (f-g) Bottom-up 기반 제작 기술 (f) Block copolymer 단위
구조체를 이용한 자가조립 (g) DNA 단위 구조체를 이용한 자가조립.
(a) is adapted from Geng, Q. et al. Nat. Commun. 10, 1-7 (2019)[5]; (b) is adapted
from Bali, F. et al. Nat. Commun. 11, 1-8 (2020)[6]; (c) is adapted from Fowlkes,
J. D. et al. ACS Nano 10, 6163-6172 (2016) © Copyright 2016, with permission of
American Chemical Society.[7]; (d) is adapted from Fernández-Pacheco, A. et al.
Sci. Rep. 3, 3–7 (2013)[8]; (e) is adapted from Alkemade. et al. Scanning 34, 90–100
(2012) © Copyright 2012, with permission of John Wiley and Sons.[9]; (f) is adapted
from Robbins, S. W. et al. Sci. Adv. 2, e1501119 (2016)[10]; (g) is adapted from
Majewski, P. W. et al. Sci. Adv. 7, 1–11 (2021)[11]

그림2. 다양한 외력을 이용한 4차원 나노 구조 제작 기법 개요도. (a) is adapted from
Randhawa, J. S. et al. Adv. Mater. 22, 407–410 (2010) © Copyright 2010, with
permission of John Wiley and Sons. [15]; (b) is adapted from Cho, J. H. et al. Small 7,
1943–1948 (2011) © Copyright 2011, with permission of John Wiley and Sons. [16];
(c) is adapted from Na, J. H. et al. Adv. Mater. 27, 79–85 (2015) © Copyright 2015,
with permission of John Wiley and Sons. [17]; (d) is adapted from Dai, C. & Cho, J.
H. Nano Lett. 16, 3655–3660 (2016) © Copyright 2016, with permission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18]; (e) is adapted from Lee, W. et al. Nat. Commun. 9, 1–9 (2018)
[19]; (f) is adapted from Liu, W. et al. ACS Nano 13, 440–448 (2019) © Copyright
2019, with permission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20]; (g) is adapted from Liu,
Z. et al. Sci. Adv. 4, 1–9 (2018)[21]; (h) is adapted from Mao, Y. et al. Adv. Mater. 29,
1606482 (2017) © Copyright 2017, with permission of John Wiley and Sons. [22]

3.1 표면장력을 이용한 4차원 나노 구조 제작
표면장력은 자연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3차원 변형을 일으킬
립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상의 구조를 만

수 있는 힘이다. 가장 간단한 예로는 꽃이 피고 지거나 나뭇잎이 땅

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일정 크기의 3차

에 떨어지고 나서 둥글게 말리는 등의 자연 현상들이 표면장력에 의

원 구조체들을 여러 개 만들고, 이들을 합치는 과정을 반복하여 대형

해 일어난다. 간단히 원리를 설명하자면, 접혀야 하는 면 위에 존재

3차원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제안되는 등 DNA기반 자가조립 기술

하는 트리거가 되는 물질의 상이 변하게 되면 트리거가 되는 물질은

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4].

표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때, 트리거 물
질의 형상이 바뀌면서 접히는 면과 트리거 물질 간의 모세관 힘이 작

3. 4차원 나노 공정 기술

용하게 되고, 접히는 면의 지지력이 충분히 약한 상태일 때 트리거

최근 2차원 평면으로 제작된 나노 구조체들을 다양한 외력을 통해

물질의 형상에 따라 구조가 접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시간적으로 3차원 구조를 구현해내는 이른바 4차원 나노 공정 기술

이에 대한 예시로 주사위의 전개도와 같은 2차원 구조체를 만든 후,

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제작 기법은 외력을 어떻게 인가하는지

접히는 힌지에 상변화 물질을 배치하고 그 뒤 열을 가해 상변이 물질

에 따라 공정의 형태가 분류되는데, 본 장에서는 표면장력 (surface

을 녹여주면 모든 면의 모서리가 닿으면서 입체적인 형태의 주사위

tension), 물리화학적 반응력 (responsive force), 기계적 변형력

가 만들어지게 된다[16]. 또 다른 예시로 구리/크롬 이중층으로 이루

(mechanical force), 그리고 이온빔 조사 (ion-beam irradiation) 등

어진 구조에서 이들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접었다 폈

으로 외력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 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15].
만약, 상변이 물질을 배치할 수 없을 경우, 잔여 응력을 이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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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용될 수 있다. 잔여 응력은 응력을 이루고 있던 원인이 제거

들어, NaCl 농도 및 산성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조성 차이를

되면서 고체 내부에 남아있는 응력으로 미세한 변형을 일으키게 된

이용하여 회오리 형태의 3차원 나노 구조체를 제작하는 연구[25],

다. 만약 고체가 각기 다른 변형률을 가진 다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학적인 신호를 이용하여 GaAs 마이크로 거울을 만들어내는 연구

면, 변형률의 부조화로 인해 전체적인 구조가 변하게 된다. 이때, 대

[26]들이 발표되었다. 또 다른 연구로는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폴

부분의 다중층은 튜브 형태나, 다면체 형태의 나노/마이크로 구조체

리머/금 이중막을 반응시켜 복구 가능한 주사위형 나노 구조체[27],

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대한 예시로,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나노 멤

열적 신호를 이용하여 폴리머/구리 이중막을 변형시키는 나노 구조

브레인 형태의 이중층을 만든 후, 이를 원하는 방향 및 크기에 맞춰

체[17], 폴리머/구리간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접었다 펼 수 있는 마이

제작하여 튜브 형태의 3차원 다이아몬드 광 공진기가 형성되게 한

크로 구조체[28] 등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변형이 되는 구조

후 다이아몬드 NV 센터로부터 발생하는 광자의 수집 효율을 높이는

체를 능동적인 물질로 제작하여 3차원 구조로 제작하는 연구도 진행

연구가 보고되었다[23]. 또 다른 예시로는 힌지 구조의 최적화를 통

되었는데, 이에 대한 예시로는 자성을 가지는 물질을 이용해 나노 구

해 위치에 따라 접히는 방향을 다르게 디자인하여 마이크로 스테이

조체를 만들고 자기장을 이용해 구조체를 접는 연구 [29], 열 자기력

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목적에 맞게 3차원 구조체를 4차

(Thermo-magnetic force)을 이용하는 연구 [30]등이 진행되었다.

원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24].

3.3 기계적 변형력 및 기판 변형을 이용한 4차원 나노 구조
제작
기계적인 힘을 주거나 기판의 변형을 조절하여 3차원 구조를 제작하
는 기법은 여러 외력을 이용한 4차원 구조 제작 기술 중 가장 큰 변
형을 줄 수 있는 기법이다. 변형에 견딜 수 있게 이곳 저곳에 2차원
패턴을 형성한 후 구조물에 인장력을 주게 되면, 구조물이 늘어나면
서 구조물에 그려진 패턴을 기반으로 3차원적인 시간 변형이 일어나
게 된다. 이 경우 변형이 일어난 부분을 통해 디자인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용해 최근에는 그래핀 등의 2차
그림3. 표면장력(a-c)과 물리/화학적 반응력(d-e)을 이용한 4차원 나노 구조 제작
(a) is adapted from Cho, J. H. et al. Small 7, 1943–1948 (2011) © Copyright 2011, with
permission of John Wiley and Sons. [16]; (b) is adapted from Randhawa, J. S. et al.
Adv. Mater. 22, 407–410 (2010) © Copyright 2010, with permission of John Wiley
and Sons. [15]; (c) is adapted from Tian, Z. et al. Adv. Mater. 29, 1604572 (2017)
© Copyright 2017, with permission of John Wiley and Sons. [23]; (d) is adapted
from Dai, C. & Cho, J. H. Nano Lett. 16, 3655–3660 (2016) © Copyright 2016, with
permission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18]; (e) is adapted from Xu, W. et al. Sci.
Adv. 3, e1701084 (2017)[31]

원 물질을 이용하여 3차원 소자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32]. 이 제작 기법은 추가적으로 소자가 있는 기판 자체가 변
형되면서 나노 구조체에 새로운 자유도를 부여하게 된다. 인장을 통
해 나노 구조체에 변형이 일어난 상태에서 기판에 가해진 인장력을
제거하게 되면 크기가 큰 기판은 원래의 형태로 복구되지만, 항복 지
점을 지나 이미 큰 변형이 와버린 나노 구조체는 좌굴된 형태의 새
로운 3차원 구조체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 기법은 기판의 종류와 변

3.2 물리/화학적 반응력을 이용한 4차원 나노 구조 제작

형되는 물질에 따라 큰 변형률을 줄 수 있고 다이나믹한 3차원 구조

물리/화학적 반응에 의한 반응력은 표면 장력이나 잔류 응력 등과 유

체를 만들 수 있으며[33], 반대로 온도 등의 환경을 이용하여 기판의

사하게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나노 구조체들을 변형시킬 수 있는 충

미세한 변형 만으로도 구조를 바꿀 수 있는[34] 등의 여러 장점이 존

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힘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구조를 제

재하여 메조/마이크로 스케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35]. 또

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한 최근에는 변형할 구조체를 수십 나노미터의 해상도를 가지는 스

4차원 구조를 제작하기 위한 반응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예를

케일로 만들어 내어 변형 후 3차원 나노 구조체를 만들어내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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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 보고되는 등 고해상도 3차원 나노 구조체 개발이 활발히 진

4. 마치며

행되고 있다.

앞으로 3차원 나노 공정 기술은 2차원 공정과 더불어 광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핵심 제작 기술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개발

3.4 FIB를 이용한 4차원 나노 구조 제작

된 3차원 공정 기술은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

앞서 언급한 4차원 나노 구조 제작 기법들은 구조를 제작하는데 들

술의 보편화와 실용화를 위해서는 공정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상

어가는 외력에 대한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계

황이다. 특히, 많은 개별 구성 요소로 구성된 복잡한 3차원 나노 구

획하지 않고 구조를 제작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디자인을 수정하거

조체들을 빠르고 정밀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나 기타 요소들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제작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리뷰를 통해 소개한 다양한 4차원

해야하는 등 심각한 제작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

기반 3차원 나노 구조 제작 기술들은 시간 축을 이용하여 2차원 구

이기 위해 최근 FIB (Focused ion beam)를 이용한 나노-키리가미

조를 빠르고 정확하게 3차원 구조로 변형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관

(Nano-kirigami)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FIB는 매우 높은 해상도

련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데이터들이 더욱 축적되면 미래의 핵심

를 가지며 기판의 선택폭이 넓은 장점이 있다. FIB를 이용한 nano-

3차원 나노 구조 제작 기술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3

kirigami 기법은 사전에 FIB와 습식 식각 등의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

차원 나노 구조 제작 기술은 빛의 카이랄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여 단일 필름형태의 2-D 멤브레인 구조체를 만든 후, 필름을 FIB를

있게 하고[21,38], 전자기파의 3차원적 검출[19]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해 넓게 조사하여 필름의 상부를 구조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준

많은 광학적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나노 광학

다. 이를 통해 필름이 두 층으로 나뉘어 다층막의 구조와 유사하게

소자 개발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되며, 이후에는 일반적인 4차원 소자 제작 기법과 비슷한 원리로 공
정이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기법은 FIB만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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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 is adapted from Liu, Z. et al. Sci. Adv. 4, 1–9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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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특이점을 설립하고
활력을 해방시켜라!
- 특이점(singularity)과 경우의 수
들어가며 : 아이와 함께 한 토론회 자리는 풍부했다

체를 상상하게 되는 이유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소수자와 생명과 미

그날 토론회 자리에 한 아이가 왔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아이는 울고

래세대는 그저 돌봄을 받아야 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웃고 기어 다니고 조물조물 만지고 빨고 뱉고 이리저리 움직였다. 모

자체만으로도 변화의 초석(礎石)이다. 그런 점에서 생명과 소수자는

든 무대를 장악하고 우리를 이리저리 컨트롤했다. 칭얼대던 아이는

공동체와 바로 지금 이 자리의 특이점이다.

우리 사이의 강렬도에 반응하는 감광판이자, 우리의 이야기들이나

특이점으로서의 소수자는 사랑, 욕망, 정동(affect), 돌봄이라는 생명

사고실험이 멀리까지 가지 않고 생명과 소수자로 향하게 만들도록

에너지와 활력이 관통하는 포인트(point)이다. 수많은 에너지가 그

규제하는 바운더리였다. 아이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특

들에게 쏠리고 순환하여 그 판 자체를 강렬하고 뜨겁게 만드는 존

이점(singularity)이었다. 호흡, 에너지, 밀도, 강도 모든 것이 토론회

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수자가 있는 자리에는 수많은 생명에너지

자리에서 조심스럽기 마련이지만, 그날 우리는 아이라는 특이점을

와 활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소 어수선하다고 표현하는

고려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딱딱한 토론회 자리는 이 울고 웃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뭔가 밀도 있는 에너지가 흐르는 자리에는 반드

한 아이로 인해 한층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날선 논쟁이 있던 딱딱한

시 소수자가 끼어 있다는 것은 그저 우연만은 아니다. 공동체는 하

순간을 멈추고 수많은 이야기구조와 부드러운 감수성을 만들어냈

나의 생명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특

다. 젖먹이인 이 아이가 토론회에서 발휘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이점이 어우러져서 다양성과 차이에 의해 풍부해지는 관계망이자

놀라게 했는데, 이는 아이가 우리의 어투, 어감, 말 쓰임새가 획일적

배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는 거대한 메타생명체(Meta-

인 동일성으로 가지 않고 비스듬하게 횡단하도록 만들어주었기 때

organism)이거나 생태계(eco-system)이기도 하다.

문이다. 아이는 사회적 약자나 일방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관계망과 배치(arrangement)에서 누룩, 효모, 특이점, 촉매

선택지가 없을 때 특이점을 만들어야

제 등으로 우리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특이점이었다.

기나긴 연구의 과정이나 살림의 과정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시간, 에너지는 유한하다고 자괴감에 사로잡

소수자는 공동체의 특이점이다

힌 사람도 등장한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능

통상적으로 소수자(minority)는 양적 소수나 사회적 약자, 피해자 등

력부재, 활력부재, 역량부재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그 가능

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권리주의 담론에서는 뭔가 결핍되고 부족

성은 미리 주어진 전제조건이 아니라, 여러 특이점들이 어우러진 선

하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만 간주되어 자기관리, 자기통치, 자기연

택할 경우의 수이다.

마가 가능한 시민성(citizenship)의 범주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그러

10년 가까이 작업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몇 년 전까지 그 자리

나 소수자는 그저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라, 공

에서 그대로 뒤풀이를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세미나 자리가 자연스

동체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특이점(singularity)라고도 할 수

럽게 뒤풀이로 이어지려면 사전에 몇 가지 요리를 해두어야 했고, 인

있다. 공동체를 상상할 때 우리가 아이들과 동물들이 뛰어노는 공동

력의 한계로 인해 요리의 수는 초라하게 한정되어 있었다. 나름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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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난 에너지를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평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

되면 그 생명에너지와 활력이, 돌연 B가 A에게 건넨 선물로서 드러나

었다. 그러다가 각기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와서 먹는 포트럭파티

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선물은 비물질적인 것이 물질이 되고, 에너지

(Potluck Party) 스타일로 뒤풀이 모드를 바꾸었다. 그러자 훨씬 선

와 활력이 실물이 되는 특이점으로서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다.

택할 경우의 수가 늘고 사람들도 나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서로 자신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의 지평을 사회로 확장할 수도 있다. 어

의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어우러지는

떤 자원(resource)이 있어야 활력이 생긴다는 것이 기존의 경제학이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각각의 요리는 선택할 경우의 수이자 각각이

나 경영학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았을 때,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이점이 많아지자 잔치, 축제, 파티의 분

활력과 에너지가 자원을 만들어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

위기가 제법 났다. 나중에는 본격적인 세미나 자리보다 뒤풀이에서

기서 활력이 살림이라면 자원은 경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더 풍부한 얘기들이 오가게 되었다.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특이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살림, 돌봄,

이렇듯 차이와 다양성의 향연은 얼마나 많은 선택지로서의 경우의

모심, 보살핌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사인 것이다. 경제에 앞선 살

수가 많은지가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점들이 모이면 상상을

림은 원점회귀적이며, 비가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불허하는 시너지가 생긴다. 수많은 특이점들이 모인 생태계와 공동

에, 우리의 시야에 잘 드러나지 않고 성과라는 척도를 갖고 있는 경

체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갖는다고 간주된다. 일을 수행할 때

제에서는 배제되곤 하였다. 그러나 COVID-19 사태에서도 보이듯이

효율성의 입장에 서면 산술적 수는 많지만 경우의 수는 하나에 불과

살림은 늘 경제에 앞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살림에

하다. 그러나 탄력성의 입장에 서면 경우의 수는 풍부해지고 다양해

투여되는 에너지와 활력은 실물적인 경제를 작동시키기 이전에 존

지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무너지거나 좌절되더라도 다른 경우의 수

재하는 심원한 토대인 것이다. 이렇듯 물리학에서의 특이점 개념이

가 상쇄하면서 완충성, 회복력, 융통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기

현실에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활력과 에너지의 원천은 또 어디에

때문에 특이점들의 향연을 우리는 꿈꾸면서 우리의 소재의 유한성,

서 오는가? 다시 순환논증처럼 자원에서 오는가?

능력의 유한성, 에너지의 유한성을 넘어설 방도를 생각해 봐도 좋을
것이다.

기호에서 에너지로 : 보이지 않은 1차적 특이점들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라는 프랑스 심리치료사는 그의 마지

에너지에서 물질로 : 가시적인 2차적 특이점과 선물(gift)

막 저서인 『분열분석적 지도제작』 (1992, 미출간원고)에서 “기호에

그렇다면 특이점을 어떻게 설립할까? 특이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서 에너지로 변환되는 1차적 특이점”을 말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와

아니라 수많은 정성, 에너지, 활력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설립된다.

활력의 원천은 다양한 기호작용이 반복적으로 투여되는 특이점에

특이점은 수많은 생명에너지와 활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냥 인과

따라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호는 인간의 언어도 있겠지만, 냄새, 색

관계에 따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특이점은 아

채, 음향, 몸짓, 표정, 이미지, 맛 등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언어만

귀가 딱 맞아떨어지는 ‘열쇠개념’이 아니라, 무수한 정성과 사랑, 돌

을 예로 들어보자.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라는 언어를 반복한다

봄이 반복적으로 가해져야 구체화되는 ‘지극함 개념’이라고도 할 수

면 짜증에너지가 생긴다는 간단한 사례가 있다. “사랑해, 사랑해, 사

있다.

랑해….”를 반복하면 사랑에너지가 생긴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

그렇다면 그 특이점의 비밀은 무엇일까? 물리학에서 특이점 개념은

다. 기호의 반복이 에너지로 이행하는 특이점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지점’이다. 사실 물질이 에너지가 되는 과정에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원한 발생학적 설명방식이 필요하다.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큰 반향은 없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무

기호에서 에너지로 이행하는 특이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작동방식

수한 에너지가 물질로 변모하게 되는 특이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떠나 커다란 산과 광

는 이미 인문학에서도 미약하게나 규명되고 있다. A라는 사람이 사

대한 바다, 도도히 흐르는 하천을 볼 때 그 광대역의 기호작용이 새

랑, 정성, 돌봄, 지극함을 반복적으로 B에게 주었다고 하자. 그렇게

로운 활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저 휴식과 여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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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이 설명되지 않는다. 동시에 영화관에 가서 이미지의 흐름을 통

나오며 : 특이점과 생태계의 회복탄력성

해 색다른 지편으로 튕겨져 나가, 고아, 독신자, 방랑자와 같이 기호

자연을 설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 하나는 자연과 우

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도 생각해

주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과 같이 보는 입장으로, 최재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호의 반복이 에너지로 나타나는 특이점에 대한

의 온생명론과 같은 영역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방식은 차이 나는

물리학적 설명방식은 아직 가설적인 상황에 있다.

다양한 특이점들의 어우러진 생태계로 보는 입장으로, 레이첼 카슨
(Rachel Carson)의 에코시스템(eco-system)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

특이점 설립(=특이성 생산)의 비밀

서 우리는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이 바로 다양한 특이점으로서의 차

특이점(sigularity)의 설립 과정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1차적 특이

이 나는 생명들의 연결방식이나 관계방식에 달려 있음을 느끼게 된다.

점인 ‘기호에서 에너지로의 변환지점’이나, 2차적 특이점인 ‘에너지

그래서 개체로서의 생명을 온 우주와 자연생태계에 적용하는 것은 은

에서 물질로의 변환지점’ 모두 신비로운 비밀의 정원에 감추어져 있

유와 비유의 영역일 것이다. 또한 ‘생물 종 다양성’과 같은 생명사상과

다. 고려시대 고승인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스님은, 단박의

생태사상을 연결하는 개념의 구도도 생각해 볼 여지도 생긴다.

깨달음의 영역인 돈오(頓悟)의 영역과 찰나찰나의 수행의 영역인 점

‘인문학에서 특이점(singularity)’의 논의를 하면서 실은 특이점에 대

수(漸修)를 동시에 말하면서 이를 일컬어 돈오점수(頓悟漸修)라고

한 광학에서의 설명방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 색채와 빛,

하였다. 이는 2차적 특이점으로서의 돈오(頓悟)와 1차적 특이점으로

빛과 에너지, 에너지와 물질 간에는 분명 모종의 관련성이 있을 것

서의 점수(漸修)라고 상상할 여지가 풍부하다. 우리는 원효대사가 서

이다. 인문학에서의 특이점은 ‘세계를 재창조하는 문턱’이라고 표현

역으로 가기 전 동굴에서 자다가 밤중에 타는 듯 한 갈증을 느끼고

된다. 어쩌면 우리의 문명은 색다른 탈성장 전환사회, 생태문명을 향

시원하게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깨닫고 득

한 특이점을 막 통과한 상황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도를 하는 그 순간의 강렬한 특이점을 돈오(頓悟)라고 한다. 하지만

탈성장이라는 자원의 한계에도 불과하고 활력과 에너지를 어디에서

원효대사 자신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냄새, 색채, 음향, 몸짓, 표정,

찾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 냄새, 색채, 음

맛, 이미지 등을 무상(無常)한 감각의 차원으로 받아들임을 넘어서

향, 몸짓, 표정, 이미지 등의 무수한 기호작용에 주목하게 된다. 다시

몸과 마음의 강렬도로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했던

말해 관계에서의 기호의 반복은 활력의 원천이다. 탈성장 사회는 위

점수(漸修)의 과정 또한 동시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축, 수축, 결핍의 사회가 아니라, 활력해방 사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

특이성 생산, 다시 말해 특이점 설립은 물리학에서의 설명방식보다

해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활력을 배가하고 에너지를 증폭할 새로

인문학에서의 설명방식이 비교적 쉬울 수도 있다. 각각의 생명이 특

운 길을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연과학연구공동체가 해야 할

이성(=유일무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몫 또한 우리 안의 무수한 특이점을 설립하고 활력을 해방시키는 것

존재”라는 점에서의 존재의 특이성과, “이 순간이 단 한 번뿐인 순간”

일지도 모르겠다.

이라는 시간의 특이성을 함께 갖는다. 그래서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
재와 시간』 (1998, 까치)이라는 제목의 난해한 책을 썼다. 1차적 특이
점과 2차적 특이점에 대한 가설은 아직 완성단계에 있지 않지만 생
각할 여지는 풍부하다. 인문학은 단지 사고실험에 의해서 이를 설명

저자소개

하지만, 광학은 구체적인 실험에 의해서 이를 설명한다. 광학에서는
이러한 특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

신승철

이다. 사실 이 글은 이러한 궁금증을 묻고자 서술된 한편의 물음표와

철학박사,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www.ecosophialab.com) 이사

의문부호를 가진 인문학의 사고실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 저서로는 『묘한 철학』(2021), 『지구살림, 철학에게 길을 묻다』(2021),
『생태계의 도표』(2020), 『구성주의와 자율성』(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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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초정밀 광측정 및 가공 연구실 (UPM2)

그림1. KAIST 초정밀 광측정 및 가공 연구실 단체사진

들어가며

효과적인 산업적 대응이 한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KAIST 초정밀 측

오늘날의 IT, BT, NT, ST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들

정 및 가공 연구실에서는 현재의 초정밀 광기술의 기술적 한계를 근

은 하드웨어 면에서 초정밀이라는 특성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기술

원적으로 극복하고 미래의 극초정밀 기술을 견인할 수 있는 극초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빛의 파장 이하

레이저 및 응용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밀도의 다양한 측정 및 가공기술이 개발/활용되어 왔습니다. 초정

는 펨토초 레이저를 기반으로 기존의 적외선과 가시광선을 넘어선

밀 기술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광기술들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보

테라헤르츠선, 극자외선, 그리고 X선 영역에 이르는 광주파수 전체

다 높은 정밀도를, 보다 넓은 측정영역에서, 보다 높은 생산성으로,

를 포괄하는 광역 대역에서 고출력, 고안정도, 고가간섭 광원의 원천

보다 우수한 안정성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극초정밀의 영역으로의 지

기술의 확립 및 이의 초정밀 측정 및 가공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속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광원들은 상대적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분야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로 좁은 파장대역, 제한된 가간섭성, 그리고 첨두출력의 한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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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멀티스케일 초정밀 측정학: Plasmonic frequency comb 생성 및 특징. Data from Geng et al. Nat. Comm.; 7; 10685 [1].

초정밀 측정 분야
초정밀 측정 분야에서 크게는 차세대 우주미션을 위한 킬로미터 이
상의 대영역에서 나노미터 급의 측정 정밀도를 실현하였으며, 작게
는 반도체 장비의 보정을 위한 원자 크기 이하 급의 작은 영역의 움
직임을 피코미터 급의 높은 분해능으로 측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원리들을 첨단산업 분야에 적용/확장해 나가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초정밀 가공 분야: 초정밀 가공 분야에서는 극초단 레이저의 좁은 펄
스 폭을 이용해 초정밀 비열가공을 실현하였으며, 이를 4차 산업혁
명을 위한 플렉서블/스트레쳐블 전자소자(마이크로 배터리, 변위센
서, 응력센서, 힘센서, 온도센서 등)의 생산에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의 반도체 식각공정에 비해 간단한 생산공정을 통해 다양한 광학/전
자소자를 유연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확장해 나가고 있
으며, 3D 프린팅과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제품표면에 직접 광학/전
자소자 패터닝 가능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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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플렉서블/스트레쳐블 광학/전자소자 정밀 패터닝: 레이저 기반 광학/전자소자의 박
막 상 고정밀 패터닝 실현. Data from An et al. ACS Appl. Mater. Interfaces; 9; 4459344601 [2], and Le et al. Adv. Funct. Mat.; 29; 190277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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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으며
펨토초 레이저는 차세대 물리, 화학, 생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초과학과 더불어 IT, NT, BT의 미래 첨단산업이 요구하는 응용기
술의 진보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펨토초 레이저의 초정밀 공학 분야에서
의 측정과 가공의 원천기술을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물인 펨토초 레이저의 광원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광대역
광원들의 제작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시제품들의 개발로 다양한
초정밀 기술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
한 펨토초 레이저의 원천기술의 국내의 확보는 국내 고부가가치 첨
단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선점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특화된 형태를 지니는 각각의 측정
대상에 최적화된 광원 및 진보된 초정밀 가공/측정의 핵심기술들을
개발하여 미래첨단산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나노, 우주, 생명 등의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
립니다.

그림4. 극초단 레이저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 광원 개발, 주파수 안정화 제어 및 비선형 광
학을 통한 파장변환기술, 나로 과학 위성에 세계 최초로 광섬유 극초단 레이저 탑재. Data
from Han et al. Nat. Commun.; 7; 13105 [4], and Lee et al. Nat. Photonics; 4; 716720 [5].

초고속 광자학 분야: 초정밀 측정/가공을 연구함에 있어서, 본 연구
단의 핵심 차별성은 극초단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초고속 광자학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단 내에서 극초단 레이저를 직접 개발하
고, 측정/가공 등의 응용분야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어, 첨단산업 및
기초연구 분야의 요구사항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
다. 일례로, 나로 과학 위성에 세계 최초로 광섬유 극초단 레이저를
탑재하고, 우주에서 1년 이상 운용을 통해 그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
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유일한 극초단 레이저의 우주운용 예입니

참고문헌
[1] X. T. Geng, B. J. Chun, J. H. Seo, K. Seo, H. Yoon, D. E. Kim, Y.-J. Kim, and S. Kim, “Frequency comb

다. 또한 다양한 비선형 광학현상을 통해 다양한 파장대역의 광원을

transferred by surface plasmon resonance,” Nat. Commun. 7, 10685 (2016).
[2] J. An, T.-S.D. Le, Y. Huang, Z. Zhan, Y. Li, L. Zheng, W. Huang, G. Sun, and Y.-J. Kim, “All-graphene,

생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그 응

flexible, and non-contact electronic skin,” ACS Appl. Mater. Interfaces 9, 44593-44601 (2017).
[3] T.-S. D. Le, S. Park, J. An, P. S. Lee and Y.-J. Kim, “Ultrafast laser pulses enable one-step graphene

용에서의 장점을 극대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patterning on woods and leaves for green electronics,” Adv. Funct. Mater. 29, 1902771 (2019).
[4] S. Han, H. Kim, Y. W. Kim, Y.-J. Kim, S. Kim, I.-Y. Park and S.-W. Kim, “High-harmonic generation
by field enhanced femtosecond pulses in metal-sapphire nanostructure,” Nat. Commun. 7, 13105
(2016).
[5] J. Lee, Y.-J. Kim, K. Lee, S. Lee, and S.-W. Kim, “Time-of-flight measurement with femtosecond
light pulses,” Nat. Photonics 4, 716-720 (2010).

079

MISCELLANY / 광학회 동정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21(이하 OPC 2021) 개최

최근 COVID-19로 인해 학술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SK-OSA-OSJ Joint Symposia는 초청 강연으로만 진행되었으며,

철저한 방역 준비로 OPC 2021이 지난 7월 4일(일)부터 7월 7일(수)

OPC 2021에서는 총회 초청강연과 Tutorial 외에도 Special Session

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무사히 개최되었다. 성공적인 학술대

으로 전자파에서 보는 테라헤르츠, 첨단 광융합기술 활용사례,

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조직위원 및 프로그램

Optics and medicine, 메타물질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응용, 바이오

위원들과 온/오프라인 참가자 전원에게 지면을 통해서 감사인사를

광학기술의 사업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드린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OSK-OSA-OSJ Joint Symposia와 OptoWin

본 학술발표회에서는 구두 153편, 포스터 232편, 총회 초청강연 6

2021 광산업전시회가 함께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활

편, 일반 초청강연 57편(Joint Symposia 포함), 특별세션 21편 등을

동하고 있는 약 870명의 참가자들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서

포함해 총 47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프로그램북 광고에는 18곳,

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OptoWin 2021 광산업전시회에는 11곳 업체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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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21 우수논문상 수상자
<구두발표>
구두발표
No.

분과

code

발표자

제목

성명

소속

1

광과학

M3G-I.03

Cooperative chiral resonance for biomolecular sensing

허지혁

서울대

2

광기술

W3H-II.04

대기외란 묘사 위상판 성능 검증 연구

주지용

공주대

3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M1F-III.05

편광격자를 이용해 복층 초점면을 갖는 도파관 기반 투과형
근안 디스플레이

신광수

인하대

4

양자전자

M1D-IV.03

Optical observation of the spinful higher-order
topological hinge state in multilayer WTe2

이제관

서울대

5

포토닉스

M4C-V.04

VLBI 클럭 동기화를 위한 초안정 광신호의 전송 및 마이크로파 생성

전익주

KAIST

유하준

연세대

6

바이오포토닉스

W3C-VI.02

Wide-field super-resolution imaging using randomly localized
plasmonic nanospeckles of disordered nanoislands

7

디스플레이

W1G-VII.03

On chip color filter top emitting white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for full-color displays

이성지

ETRI

8

양자광학
및양자정보

W2E-VIII.04

Observation of second-order interference beyond
the coherence time with true thermal photons

이규혁

POSTECH

9

리소그래피

M4F-IX.03

플렌옵틱 1.0 & 2.0 이미지 동시 획득 및 처리 방안 연구

한석기

공주대

<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
No.

분과

code

제목

발표자
성명

소속

광과학

MP-I-.004

Live detection of ice phase transition through
extraordinary transmission of plasmonic nano antennas

박누리

고려대

2

광기술

TP-II-.015

Switchable phase contrast imaging metalens

김영진

서울대

3

디지털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MP-III-.005

이중 IPS를 이용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RGB 복소변조 알고리즘

최원우

고려대

4

양자전자

TP-IV-.006

패브리-페로 캐비티를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포논 폴라리톤 관측

김환식

아주대

TP-V-.001

Aperiodic optical phased array incorporating cubic-Bézier-curve-shaped
grating antenna channels

권지영

광운대

MP-VI-.007

Intravital two-photon imaging of hepatic lipid droplets dynamics in
fasted and refed state

문지은

KAIST

TP-VI-.003

Investigation of hemodynamic changes in Alzheimer’s disease patient
during verbal fluency task using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김민희

GIST
성균관대

1

5

6

포토닉스

바이오포토닉스

7

디스플레이

TPP-VII-.005

Analysis of small molecules doping on electron transport layer of
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

유재인

8

양자광학 및양자정보

MP-VIII-.002

4차원 양자상태 광자를 이용한 variational quantum eigensolver

이진일

KIST

9

리소그래피

MP-IX-.002

Motion-Free TSOM Tool 적용 FinFET 구조 촬영 기법 비교

이정빈

공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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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레이저 및 그 응용 워크샵 (ALTA) 20주년 개최

제20회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샵 (ALTA-2021)이 5월 5일

연 『주파수 선택표면을 이용한 적외선 및 밀리미터파 이중대역 스텔

부터 5월 8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현장 및 온라인 병행

스 기술』을 맡았으며, 연세대 김동호 교수가 기조강연 『My journey

으로 개최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장 참석인원을 99명 이하

to molecular excitonic world』 을 맡았다. 또한 50개의 초청강연이

로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한 원격시청은 물론, 연구발표, 질의응

3일에 거쳐 14개의 세션에서 발표되었으며, 46개의 일반 구두발표

답의 적극적인 온라인 워크샵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분과

녹화동영상이 학회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시청 가능하

에서 최초로 시도한 온/오프라인 병행 학술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록 운영되었다.

학자, 연구자, 레이저 관련 기업인 등 총 185명(현장참여 97명, 온라

20주년을 맞은 본 워크샵에는 남창희 IBS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

인참여 88명)이 참여하여 활기찬 연구결과 발표 및 학술 토론이 진

단 단장, 이윤우 한국광학회 회장, 신용진 한국광기술원 원장, 한재

행되었다.

원 전 한국광학회 회장의 축사 및 기념사가 있었으며, 6편의 우수 학

특히 이번 워크샵은 20주년에 해당하는 뜻 깊은 행사로서, ALTA
워크샵의 초대 위원장인 연세대학교 한재원 교수가 20주년 기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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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개최

올해로 제 28회를 맞이하는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nferenc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백 용순 박사가 총회강연 연사로서 초청 강연

on Optoelectronics & Optical Communications 2021)가 부산 해

을 진행하였다. 본 학술회의에서 단기강좌 4편을 포함해 총 39편의

운대 한화리조트를 운영 본부로 하여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포맷

초청 강연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고,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

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었다.

를 포함하여 총 13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국내 광전자 및 광통신을 비롯한 광기술과 광산

이번 학술대회는 10곳의 광전자 및 광통신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에

업 관련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최신 연

서 후원을 해주었으며, 발표 논문 중 우수논문 발표상으로 구두 8편,

구 결과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기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서

포스터 3편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하였다. (홈페이지: http://cooc.

울대학교 박 남규 교수,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양 장규 부사장,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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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20주년’ 한국광기술원 “광융합 기술혁신 선도한다”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는 한국광기술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2001년 4월에 설립된 광기술 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자 국내 유일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다.
초창기 임시사무소와 컨테이너 생활을 거쳐 2004년 11월 현 청사에 입주한 한국광기술원은 광산업 1~3단계 사업 수행으로 기술개발과 기업지
원을 위한 최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다.
현재 300여명 인력이 R&D와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시험·계측·인
증·신뢰성 평가 등 첨단 고가·고기능 장비 700여점을 구축했다. 광 관련 장비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기관은 세계적으로 한국광기술원이 유일하
다. 특히 5,223m2에 달하는 클린룸을 비롯해 국내 최대 규모인 115개 실험실과 우수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광기술원은 LED·레이저·센서·렌즈 등 빛의 원천을 연구하고 에너지·환경·의료·바이오·자율주행차·ICT융합·디스플레이·국방 등 다양한 분
야에서 빛을 활용하는 R&D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700여건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했으며 유망기술을 선정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에 매년 30건 이상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
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에서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기 위한 기업 지원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기업지원은 인력양성, 시험생산 및 시험·인증업무 등을 통해 추진
한다. 스타트업 등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도 추진하는 등 기업 탄생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기업이 원하는 방식의 맞
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광기술원이 기술출자를 통해 직접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소기업 9개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한국광기술원은 지난해 ‘광융합기술지원법’과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로 지정받았다. 광융합기술 중장기
R&D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국가 광융합기술의 부흥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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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20주년을 맞은 고등광기술연구소
세계 최고 레이저 세기 달성 ... 레이저 및 광과학 기술 선도
한국의 첨단 레이저와 광과학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광주과
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소장 이영락)가
지난 5월 9일로 개소 20주년을 맞았다.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는 국내
유일한 레이저 및 광과학기술 전문연구기
관으로 지난 2001년 5월 설립됐다.
연구소는 광과학과 광기술 원천요소기술
연구·개발(R&D)를 수행하고 있다. 2003년
부터 과학기술부 연구기반구축사업으로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최고 레이저 세기를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국내·외 연구진에게 널리 알려져 많은 방문과

초강력 레이저 과학은 국내에서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연구분야다.

협력 연구로 이어졌으며, 세계 유수 연구 기관과 협력하는 계기가 됐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은 세계 최고 펨토초 페타와트(PW·1000

다. 2009년부터 아시안레이저센터를 설립, 아시아지역 광기술 분야

조 와트) 초강력 레이저 국가 핵심 연구시설이다. 1000조 분의 1초

의 연구원을 초청해 교육하고 있다. 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

인 펨토초라는 극히 짧은 시간에 PW 고출력 레이저를 발생할 수 있

도·인도네시아·한국 등 6개국 7명의 각 나라 대표 연구자로 자문위

는 인프라다.

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는 2005년 국내 최초로 100 테라와트(TW·1조 와트) 출력의

이와 함께 2010년부터는 매년 7월 20~30명의 아시아지역 젊은

레이저 시설을 구축했다. 전용 연구동인 극초단 광양자빔 특수연구

연구원을 초청, 레이저와 광기술 단기교육을 실시하는 ‘여름학교

동을 2008년 11월 완공, 본격 초강력 레이저 과학 연구를 시작했다.

(SSOLLA)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2019년까지 총 200여명의 연구원

2012년에는 1.5 PW 레이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 학생이 참여했다.

듬해인 2013년에는 45 메가전자볼트(MeV) 고에너지 양성자 빔 발

이와 더불어 고등광기술연구소의 우수한 레이저 광계측과 초정밀

생, 3.5 GeV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도 세계 최초로 달성했다. 2012년

가공 기술은 반도체 생산공정 장비기술 및 유기 나노소재 제조 기술

12월 기초과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캠퍼스 연구단인 초강력 레이

과 같이 시급한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화 기술지원들도

저과학 연구단을 유치,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해 입자 가속뿐만 아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펨토초 레이저 기술을 시작으로 성장한 고등

라 엑스선과 감마선과 같은 고에너지 광자를 발생해 핵물리·천체 물

광기술연구소 응용 광기술연구를 통하여 세계 광과학기술을 선도하

리 연구 등 새로운 물리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도 이뤄

고 레이저·광산업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지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에 따른 많은 어려운 상황에도 4.2 PW

거듭날 예정이다.

레이저 파면 보상 및 회절한계 집속을 통해 1023 W/㎠ 이상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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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광학 분야의 거목 H. Angus Macleod 교수 추모사
박막광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광학코팅의 기본이론과 설
계/응용을 다룬 「Thin-Film Optical Filters, 5th ed.」 (CRC Press, 2017)의 저자로
지난 4월 29일 별세하신 H. Angus Macleod 교수(1933-2021)를 추모하며, 이 글
을 올린다.
Macleod 박사는 애리조나 대학교, Optical Sciences Center (현 Wyant College
of Optical Sciences)의 명예교수로 Thin Film Center Inc.의 대표이며 광학코팅
설계/분석 소프트웨어인 ”Essential Macleod”를 만들었다. Macleod 교수는 스
코틀랜드의 University of Glasgow를 졸업(1954)한 후, 광학코팅 산업이 성장하
는 시기에 런던 근교의 여러 산업체에서 광학간섭필터, 레이저 거울코팅 등의 설
계/제작하는 경험을 쌓았으며, 광학박막을 쉽게 배울 수 있는 「Thin-Film Optical
Filters, 1st ed.」 (CRC Press, 1969)를 저술하였다. 이는 Newcastle Upon Tyne Polytechnic 대학(1971-1979)에서 Leader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 때 Macleod 교수는 광학간섭필터의 수분흡수, 내부구조특성, 분광이동, 광학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
를 하였고, Doctor of Technology를 The Council for National Academic Awards (CNAA, UK)으로부터 받았다(1979). 그의 다양한
경력은 1979년 Optical Sciences Center (OSC), University of Arizona에서 A. F. Turner 교수(Czerny-Turner Spectrometer를 지도
교수 M. Czerny와 논문으로 발표)의 후임으로 초청하는 기반이 되었다.
OSC에서는 다수의 광학박막 분야 석/박사 학생들을 배출하였고, 이온빔보조증착, 진공자외선 광학박막, 표면플라즈몬센서, 다중공
동 파장분리 광통신박막, 반사증가 금속박막 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수 본인이 박사과정에서 이온빔보조증착을 연구하
고 있을 때 Macleod 교수 연구실은 연구교수, 포닥, 테크니션(증착실 1명, 측정실 2명), 대학원생 10 여명이 있는 OSC에서 큰 연구그
룹 중의 하나였다. 청정 증착실은 이온빔 보조증착 Balzer760 전자빔증착기와 일반 전자빔증착기 등이 있었고 측정실에는 Cary500
분광광도계, 박막두께 측정기, FTIR, 타원해석계 등의 다양한 계측기가 있었다. 1995년에는 OSC에서 은퇴를 하고, Thin Film Center
Inc의 대표로 Essential Macleod 소프트웨어 사업과 엔지니어 교육에 전념하였다.
Macleod 교수의 “Thin Film Optics” 과목은 복잡한 수학보다는 어드미턴스 개념과 어드미턴스 그림를 사용하여 광학코팅 설계의 광
학적 의미를 쉽게 설명하는 강의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친절하게 얘기를 나누는 멘토로 유명하였으며,
학교에 있으면 연구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 누구든지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아래에 Macleod 교수를 연구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경
험담을 소개하겠다.
OSC에서는 입학 후 학생이 1년 내에 지도교수를 정해야 한다. Macleod 교수 연구실에서 만나, 학생인 나의 교육/연구 배경, 연구
조교 자리가 있는지 여부, Macleod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연구실을 나왔다. Macleod 교수도 나오더니
복도 끝의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걸어와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며 내가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가라고 하시며 연구실로
되돌아 가셨다.
1995년에 인하대학교 물리학과를 처음 방문한 이래, Macleod 교수는 2014년까지 거의 매년 인하대학교 물리학과와 광기술교육센
터(OTEC)에 오셔서 “기초 박막광학”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광학코팅 설계” 과목을 산업체 광학 엔지니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
의하였고, “전문가 상담 및 문제 해결” 과목에서는 광학박막 전문가로서의 제작 경험, 설계 개선방법 등을 각 산업체의 엔지니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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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알려 주었다.
또한 Macleod 교수는 2013년 여름 총회초청강연으로 “Optical Coatings in Systems”를 발표하셨고, JOSK 국제자문위원으로도 활
동하시어 한국광학회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최근까지도 Macleod 교수는 광학코팅에 사용하는 어드미턴스의 개념을 1차원 음의 굴절률박막, 이득박막, 메타박막, 완전흡수박막
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1차원 기능성 나노박막의 이해와 응용설계를 복잡한 수학을 동원하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막광학 분야의 발전에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큰 기여를 하여 많은 존경을 받으셨고 한국과도 긴 세월동안 인연이 많은 Macleod 교
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황보창권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 전 한국광학회 회장)

2021년 과기부 기초연구사업 선도연구센터(ERC) 공모 사업 -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연구센터」최종 선정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선도연구센터(ERC-공학분야)에 공모하여 생체 의료 영상기
술의 한계를 돌파하고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를 구현하기 위한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연구센터」지원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을 선정해 세계적 수준의 핵심연구 분야육성을 위해 전폭적으로 연
구비를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사업’은 30년 이상의 오랜 역사와 큰 연구비 규모로 인해 국내 대학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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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집단연구’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분야는 ‘공학 분야인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이며, 연구 기간은 2021~2028
년(총7년)이며, 정부출연 연구비 총 135억 외 부산시 및 부산대학교, 참여 기업체의 출연 연구비 등 총사업비 151.8억으로 공학 분야
의 기초연구 성과 창출 및 대학 내 산학협력 거점 역할을 위한 집단 연구개발을 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연구센터」(책임자: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김창석 교수) 에
서는 ▲컬러변조 레이저 광원 원천 기술 개발, ▲초시각, 초청각, 초후각 등 초감각 감지 광학센서 및 3차원 공간 광이미징 시각화 구
현 기술 개발, ▲빅데이터 인지 판단 및 다중 객체 적응형 인식 시스템 기술 개발의 3개 그룹 간 공동 연구를 통한 최적화된 선도연구
체계를 구성하였다.
많은 광학회의 회원이 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데 부산대학교 내 연구진으로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의 홍석원, 김지수 교수, 전기공
학과 정한유 교수, 의생명융합공학부 서민호 교수 및 전국적 차원의 대표적 연구진인 서울대학교 정윤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주
한 교수,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정원, 장무석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엄태중 수석연구원, 국민대학교 유진우 교수가 참여하였다. 대한광
통신, 우리넷, 젠라이프, 피엔유드론 등의 4개 참여기업 및 연구성과 실용화 관련 15개 회원사의 응용기술 컨소시움이 자문, 평가, 지
원하는 체계를 통하여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의 원천 기술의 전국적 허브와 차세대 생체의료 영상 기기의 상용화 거점을 부산 지역에
확보할 계획이다.
컬러변조란 기존의 대부분의 레이저 빛이 단일 컬러파장으로만 고정되어 발광하는 원천적 단점을 해결하여, 레이저 빛의 컬러파장을
자유자재로 초광대역에 걸쳐 초고속 변조 (Modulation) 발광하고자 하는 창의적 원천적 시도이다. 이를 기반으로 원거리, 고해상도,
대용량, 실시간 표현이 가능한 탁월한 3차원 공간 광계측 이미징 기기의 세계 최초 국산화 구현 및 국제적 제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
다. 컬러변조 원천기술의 응용은 생체 의료 분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나노 공정의 3차원 인스펙션 (3D
Inspection) 광학 검사 기기 및 자율주행 자동차와 무인 모빌리티의 3차원 거리 인식 라이다 (3D LiDAR) 이미징 기기에도 추가 확
산 적용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한정된 인간의 5감 능력이 첨단 레이저 광원 기술의 도움을 통하면 초감각인지 (ESP; Extra Sensory
Perception) 수준으로 더 향상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또는 기계가 인지와 판단하기에 최적화된 수준으로 시각화 전달까지
동시에 수행하게 되어 대규모 주력 광메카트로닉스 산업군으로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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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회의
2021년 10월 20일(수) ~ 22일(금)

제30회 광기술워크샵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

2021년 10월 20일(수) ~ 22일(금)

제21회 광인터넷 워크숍 (OIW 2021)

메종글래드 제주 크리스탈볼륨

2021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미정

2021년 11월 4일( 목) ~ 5일(금)

SPIE Advanced Biophotonics Conference 2021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2021년 12월 1일(수) ~ 3일(금)

Photonics Conference 202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2021년 11월 中

국제학술회의
21/08/01
-21/08/05

SPIE. Optics+Photonics

SPIE

한국광학회

OPTICAL SOCIETY OF KOREA

San Diego, California, USA

+ 한국광학회

회/원/가/입/안/내
사단법인 한국광학회 회원구분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에 따라 정회원, 학생회
원으로 구분하며, 기업체를 위한 한국광학회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도서관과 같은 자료실을 위한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 개인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회원과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 한국광학회 정식 회원 (정회원/학생회원)으로 구
분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학술지/발표논문 검색과 광 전문가 활동, 회원 조회 등 학회의 유용한 회원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일반회원
- 학생회원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광학 및 관련 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 정 회 원 : 광학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4년제 대학과정을 수료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사회에서 인
정되는 자

3.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
-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 영문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와 광융합분야 매거진(K-LIGHT)을 보내드립니다.

한국광학회

OPTICAL SOCIETY OF KOREA

+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 가/입/안/내
가입대상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취지와 목적 및 정관에 동의하며 현재 광산업체를 운영 중에 있거나,
광산업에 관심이 있어 본회의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업체)

회비_
입회비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부과기준 (만원) : 대기업 200, 중기업 100, 소기업 50
→ 입회비의 납부는 회원사 가입신청서 제출 시 본회에서 납입계좌를 안내하며, 입회비는 회원사 가입시 1회만 납부

연회비 : 전년도 법인결산 결과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매출액
(억원)

~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200
미만

200~500
미만

500~
1,000미만

1,000~
3,000미만

3,000
이상

연회비
(만원)

80

100

140

200

280

350

420

600

1,200

3,400

연회비 면제 및 경감 기준
1. 기본원칙 : 총매출액 기준
2. 연회비 면제 : 광산업체를 신규로 창업한 회원사로서 매출이 없는 경우, 창업 당해년도에 한해서 면제
3. 연회비 경감
- 연회비를 연납(일시납)할 경우 연회비 10% 감면
- 광산업과 타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회원사
전체 매출액으로 연회비를 산정한 후 광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경감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50% 감면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30% 감면
- 광산업체로서 총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원사 중 다수의 사업자 단체에 중복하여기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회원사
→ 1~3개 협회 가입회원 : 40% 범위내 경감
→ 4개 이상 협회 가입회원 : 50% 범위내 경감
- 매출액 비율과 타 협회 중복가입에 따른 경감 등 이중경감은 적용 배제
- 상기 기준에 의하여 경감시, 최소 연회비 기준 이하 경감 불가

◆ 회원사는 한국광산업진흥회 발전을 위해 회비 이외에 찬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부 김현호 팀장
• 전 화 : 062-605-9611 E-mail : h2k1103@kapid.org

한국광산업진흥회

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

K-LIGHT 광고 및 구독 안내

K-LIGHT가 한국광학회와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공동발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K-LIGHT는 국내 광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 뉴스를 여러분께
제공하며, 한국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게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한국광학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금액

표지 4

신청불가

표지 3

100만원(부가세 별도)

표지 2

10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8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1/2쪽 광고 40만원(부가세 별도)
1/4쪽 광고 20만원(부가세 별도)

내지1

표지2

정기구독 및 광고문의
02-3452-6560
osk@osk.or.kr

표지3

표지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