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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나노입자를 이용한 단전자 트랜지스터가 개시된다. 개시된 단전자 트랜지스터는, 제1절연막과, 제1절연막의 상면에 

스트라이프상으로 형성된 게이트 전극과, 제1절연막과 게이트 전극의 표면에 형성되며 게이트 전극과 제1절연막의 

경계를 따라 단차가 나타나는 제2절연막과, 제2절연막의 상면에 형성되며 단차가 나타나는 부분의 제2절연막이 노출

되는 그루브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하는 제1 및 제2전극 및, 그루브상에 위치하고 제1 및 제2전극과 접촉하며 전자

의 이동 채널이 되는 나노입자를 구비한다. 미리 형성된 나노입자와, 기존의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함으로써 

상온에서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단전자 트랜지스터, 나노 입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를 나타낸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를 나타낸 사시도,

도 3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의 오프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의 온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도 4a 내지 도 4e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을 나타낸 공정도,

도 5a 내지 도 5d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를 나타낸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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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9, 9' : 기판

10, 20 ; 나노입자 11, 21 ; 제1절연막

13, 23 ; 제2절연막 15, 25 ; 게이트 전극

17, 27 ; 드레인 전극 19, 29 ; 소스 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단전자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나노입자를 이용한 단전자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이

다.

단전자 트랜지스터는 전자 하나로 전류제어를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최종 소자로서, 쿨롱차폐(Coulomb Blockade)현

상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를 말한다. 쿨롱차폐란 전자의 도트로의 터널링이 도트내에 이미 존재하는 다른 전자의 쿨롱

척력에 의해 차폐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100nm보다 작고 저항이 적당히 큰 터널접합(tunnel junction)의 전류-전압 특성은 오옴(Ohms)

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저전압에서 전자의 투과로 발생하는 전류가 0에 가깝게 감소한다. 이는 투과하는 전자와 대전

된 계가 정전기력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1986년 리크하레브(Likharev)등이 이 현상에 대해 양자

역학에 바탕하여 이론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87년에 인위적으로 만든 미소접합에서 처음 관측된 바 있다.

단전자 트랜지스터는 상기 이론상 일정 온도 이하에서 전자하나로 트랜지스터의 동작이 가능하다. 여기서, 일정 온도

란 열에너지(K B T)가 소자내의 접합에서 전자 한 개를 대전시킬 때 필요한 정전에너지(e 2 /C)보다 작은 온도, 즉, 

수학식 1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온도이다.

수학식 1

여기서, K B (=1.38×10 -23 J/K)는 볼츠만 상수이다. 정전용량(C)은 채널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채널의 크기를 줄여

야만 쿨롱차폐현상을 원하는 온도에서 관찰할 수 있다.

종래의 단전자 트랜지스터는 채널의 폭을 줄이기 위해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또는 이빔리스그래피(e-b

eam lithography)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포토리소그래피법은 상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작

은 크기의 채널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빔리소그래피법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채널을 형성할 수 있으나 대량생

산이 요구되는 산업적인 용도에는 적당하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온에서 형

성되는 작은 채널폭을 가지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단전자 트랜지스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제1절연막;과 상기 제1절연막의 상면에 스트라이프상으로 형성된 게

이트 전극;과 상기 제1절연막과 상기 게이트 전극의 표면에 형성되며, 상기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1절연막의 경계를 

따라 단 차가 나타나는 제2절연막;과 상기 제2절연막의 상면에 형성되며, 상기 단차가 나타나는 부분의 상기 제2절연

막이 노출되는 그루브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하는 제1 및 제2전극; 및 상기 그루브상에 위치하고 상기 제1 및 제2

전극과 접촉하며, 전자의 이동 채널이 되는 나노입자;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전자 트랜지스터를 제공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또한, 제1전극;과 상기 제1전극의 상면에 상기 제1전극의 일부분이 

노출되도록 스트라이프상으로 형성되는 제1절연막;과 상기 제1절연막의 상면에 형성되는 제2전극;과 상기 제1전극 

및 상기 제2전극에 접촉하며, 전자의 이동채널이 되는 나노입자;와 상기 제1전극과 상기 제2전극의 표면 및 상기 나

노입자를 커버하며 형성되는 제2절연막; 및 상기 제2절연막의 상면에 형성되는 게이트 전극;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단전자 트랜지스터를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제1전극 및 상기 제2전극은 소스 전극 또는 드레인 전극이 될 수 있다.

상기 나노입자는 CdS, CdSe, CdTe를 포함하는 ⅡB-ⅥA족 화합물 중 어느 하나, GaAs를 포함하는 ⅢA-ⅤA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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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 중 어느 하나, Si를 포함하는 ⅥA족 원소 또는 그 화합물 중 어느 하나, Ni, Co, Fe, Pt, Au, Ag를 포함하는 금속 

또는 그 화합물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코어와, 상기 화합물 중 어느 하나로 상기 코어가 코팅되는 합성물일 수 있

다. 또한, 상기 나노 입자는 탄소나노튜브일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미 형성된 나노입자를 채널로 이용함으로써 상온에서 작은 채널 폭을 구현할 수 있어서, 기존의 반도체 

공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나노입자를 이용한 단전자 트랜지스터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서로 다른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내며, 나노입자의 크기와 각 구성요소의 두께와 폭은 설명을 위

해 과장되게 도시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나노입자를 이용한 단전자 트랜지스터의 사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에는, 기판(9)과, 기판(9)의 상면에 적층되는 제1절

연막(11)과, 제1절연막(11)의 상면에 소정폭의 스트라이프형으로 형성되는 게이트 전극(15)과, 제1절연막(11)과 제1

절연막(11)이 증착되지 않은 게이트 전극의 상면에 증착되는 제2절연막(13)을 구비한다.

또한, 제2절연막(13)의 상면에는 금속층이 스퍼터링법 또는 이베포레이션법(evaporation)을 이용해 증착되며, 제1절

연막(11)과 게이트 전극(15)의 경계부분에 위치하는 단차부분에 그루브(14)가 형성되도록 하여 제2절연막(13)이 노

출되어 상기 금속층이 분리되어 각각 소스 및 드레인 전극(17, 19)으로 기능한다.

그루브(14)에 의해 노출되는 제2절연막(13)의 표면에는 미리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된 나노입자(10)가 위치

하며, 소스 및 드레인 전극(17, 19)과 접촉한 다. 여기서, 소스 전극(19)과 드레인 전극(17)은 그 위치가 바뀌어도 된

다.

나노입자(10)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미리 제조된다.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된 나노입자(10)는, CdS, CdSe, CdTe를 포함하는 ⅡB-ⅥA족 화합물 중 어느 하나, GaAs를 

포함하는 ⅢA-ⅤA족 화합물 중 어느 하나, Si를 포함하는 ⅥA족 원소 또는 그 화합물 중 어느 하나, Ni, Co, Fe, Pt, 

Au, Ag를 포함하는 금속 또는 그 화합물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코어와, 상기 화합물 중 어느 하나로 상기 코어가 

코팅되는 합성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CdSe)ZnS 나노입자를 형성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CdSe 나노결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나노입자(1

0)의 크기는 대략 23Å 내지 55Å의 범위를 가지며, 크기의 분포의 차는 대략 5~10%정도이다.

이 CdSe 나노결정은 고온의 콜로이드 성장 처리과정과 크기를 선택하기 위한 침전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여기서, 고

온의 콜로이드 성장 처리과정이란 고온의 용매에 유기금속 전구체(precursor)를 빠르게 주사하여 순간적으로 균질의

핵을 생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Cd 소스로 사용되는 적당한 유기금속 전구체는 CdMe 2 와 같은 알칼리 카드뮴 합성물을 포함한다. Se 소스로 사용

되는 적당한 유기금속 합성물은 비스(트리메틸시릴)셀레늄((TMS) 2 Se), (트리-엔-옥틸포스파인)셀레나이드(TOPS

e) 및 (트리-엔-부틸포스파인)셀레나이드(TBPSe)과 같은 트리알킬 포스파인 셀레나이드등이 있다.

다음으로, CdSe 입자를 용매(예를 들어, TOP)내 아연(Zn) 및 황(S) 전구체를 포함하는 용액으로 적정 온도에서 도포

한다. 아연 및 황 전구체로는 다이틸징크 및 헥사메틸디실라타인을 사용한다.

나노입자(10)를 제조하는 물리적인 방법에는, 진공 합성(vacuum synthesis), 가스위상 합성(gas-phase synthesis),

응축위상 합성(condensed phase synthesis), 이온화된 클러스터 빔에 의해 고속 증착, 결합(consolidation), 고속 제

분(milling), 합금 처리(mixalloy processing), 증착법(deposition method) 및, 졸겔 방법등이 있다.

나노입자(10)로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된 단층벽 또는 다층벽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할 수도 있다.

나노입자(10)는 그루브(14)의 제2절연막(13)이 노출된 부분에 위치하도록 분사되며 분사된 나노입자(10)는 소스 및 

게이트 전극(17, 19)과 접촉하며 전자의 이동 채널로 기능한다.

제1 및 제2절연막(11, 13)은 SiO 2 와 같은 절연 물질로 형성되며, 20~30Å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 게이트 전극(15)

은 Al과 같은 도체로 형성되며, 100Å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 소스 및 드레인 전극(17, 19)은 스퍼터링법 또는 이베포

레이션법(evaporation) 등을 이용해 금속층이 증착됨으로써 형성된다. 소스 및 드레인 전극(17, 19)사이에는 제2절

연막(13)이 노출되는 그루브(14)가 위치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는, 기판(9')과, 기판(9')의 상면에 형성되는 드레인 

전극(27), 드레인 전극(27)의 상면에 소정폭을 가지며 스트라이프상으로 적층되는 제1절연막(21)과, 제1절연막(21)

의 상면에 동일면적을 가지며 스트라이프상으로 적층되는 소스전극(29)과, 소스전극(29)과 드레인 전극(27)간의 단

차가 형성된 부분에 소스전극(29)과 드레인 전극(27)에 접촉하도록 분사되는 나노입자(20)와, 소스 및 드레인 전극(2

9, 27)의 상면을 덮도록 차례대로 적층되는 제2절연막(23)과, 게이트 전극(25)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는 구조가 서로 상

이하나, 기능상에는 차이점이 없다. 나노입자(20), 제1 및 제2절연막(21, 23), 소스 및 드레인 전극(29, 27)에 대한 설

명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에서 상술한 바와 같으며, 소스 및 드레인 전극(29, 27)은 그 위

치가 서로 바뀔 수 있다.

제1실시예는 나노입자(10)가 표면에 드러남으로써 나노 입자를 이용한 센서, 광학적 표시소자로서의 응용이 용이하

며, 제2실시예는 나노입자(20)과 소스 및 드레인 전극(29, 27) 사이의 접촉이 견고하므로, 고속, 고집적 논리 소자 등

으로 응용이 용이하다.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a는 단전자 트랜지스터를 OFF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경우 소스 전극(S)으로부터 드레인 전극(D)으로는 전

자의 이동이 없다. 나노입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며 일정한 수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부터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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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지 게 된다.

도 3a를 참조하면, 소스 전극(S)에서 유입된 전자는 먼저 나노입자의 최하위 에너지 준위를 채운다. 나노입자에 유입

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드레인 전극(D)의 에너지 준위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포텐셜 웰에 갇히게 되어 드레인 

전극(D)으로 전자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수의 전자가 나노입자내에 채워지면 단전자 트랜지스터의

특성인 쿨롱 차폐(Coulomb blockade)에 의해 이미 나노입자에 먼저 채워진 전자에 의해 다음 전자의 유입이 차단되

므로, 소스 전극(S)에서 드레인 전극(D)으로 전자의 이동은 차단되게 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반면, 도 3b는 소스 전극(S)과 드레인 전극(D)간에 전자가 이동하는 온(ON)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도 3a와 비교하

면 나노입자의 포텐셜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에서는 게

이트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여 포텐셜 웰을 낮추고 이로 인해 나노입자에 채워진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도 3b를 참조하면, 소스 전극(S)으로부터 유입된 전자는 나노입자의 최저 에너지 준위를 먼저 채우고, 이후 유입되는 

전자들이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여 다음 에너지 준위를 채우게 된다. 드레인 전극(D)의 포텐셜보다 높은 에너

지 준위를 채운 전자는 전위차에 의해 드레인 전극(D)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터널링 전류가 흘러 트랜지스터

는 온 상태가 된다.

도 4a 내지 도 4e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a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를 제조하기 위해, 기판(9)상에 제1절연막(11)을 

먼저 형성한 다음,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절연막(11)의 상면에 소정폭을 가지며 스트라이프형으로 적층되는 

게이트 전극(15)을 패터닝한다. 이는 상기 제1절연막(11)상에 게이트 전극을 이루는 물질을 증착한 후 감광제를 도포

한 다음 상부에 게이트 전극(15) 형태의 마스크를 위치시켜 노광한 다음 현상, 식각 및 세정 공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다.

다음으로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절연막(11)과 게이트 전극(15)의 상면에 제2절연막(13)을 형성한다.

다음 단계는, 도 4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절연막(13)의 상면에는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로서, 예를 들어 스퍼터

링법을 이용하여 증착이 이루어지게 한다. 스퍼터링법은 플라즈마 상태의 불활성 가스의 이온이 큰 운동에너지로 Al

같은 타겟물질에 충돌하는 경우 이온의 충격으로 인해 결합이 약해지고 표면의 입자가 이온의 운동에너지를 전달받

아 표면으로부터 탈출하여 피타겟물질에 증착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 때 스퍼터링시 스텝 커버리지의 낮춤으로서 게이트 전극(15)에 의한 단차가 형성된 부분에 금속층의 증착이 이루

어지지 않도록 하여 제2절연막(13)을 표면으로 노출시켜 금속층을 분리, 형성시킴으로써 소스 및 드레인 전극(17,19)

을 형성시킨다.

마지막으로, 도 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렇게 형성된 그루브(14)에 나노입자(10)를 포함한 용액을 분사시킨 다음 

용매만을 증발시켜 나노입자(10)가 소스 및 드레인 전극(17, 19)과 접촉하도록 한다. 소스 및 드레인 전극(17, 19)에 

접촉하는 나노입자(10)는 상술한 게이트 전극(17)의 전압에 따라 온(ON) 또는 오프(OFF)가 된다.

도 5a 내지 도 5d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9')상에 드레인 전극(27)을 형성한 다음,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드레인 전극

(27)의 상면에 제1절연막(21)을 증착한다. 그리고, 다시 그 상부에 소정폭을 가지는 소스 전극(29)을 스트라이프형으

로 형성하여 단차(24)가 형성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상부에 미리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형성된 나노입자(20)를 포함한 용

액을 분사한 다음 용매만을 증발시켜 나노입자(20)가 소스 및 드레인 전극(27. 29)과 접촉되게 한다. 마지막으로 도 

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상부에 소스 전극(27)과 상기 드레인 전극(29)의 표면 및 상기 나노입자(20)를 커버하며 

형성되는 제2절연막(23)을 형성하고 다시 그 상면에 게이트 전극(25)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는, 스퍼터링시 의도적으로 스텝커버리지를 불량하게 하여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 간에 형성된 그루브에 나노입자를 배열시킴으로써 상온에서 저가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한 설명에서 많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들은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라기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예시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나노입자를 미

리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하여 단전자 트랜지스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하여 질 것이 아니고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하여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전자 트랜지스터의 장점은, 미리 형성된 나노입자와 통

상적인 반도체 제조공정을 이용하여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절연막;

상기 제1절연막의 상면에 스트라이프상으로 형성된 게이트 전극;

상기 제1절연막과 상기 게이트 전극의 표면에 형성되며, 상기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1절연막의 경계를 따라 단차가 

나타나는 제2절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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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절연막의 상면에 형성되며, 상기 단차가 나타나는 부분의 상기 제2절연막이 노출되는 그루브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하는 제1 및 제2전극; 및

상기 그루브상에 위치하고 상기 제1 및 제2전극과 접촉하며, 전자의 이동 채널이 되는 나노입자;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단전자 트랜지스터.

청구항 2.
제1전극;

상기 제1전극의 상면에 상기 제1전극의 일부분이 노출되도록 스트라이프상으로 형성되는 제1절연막;

상기 제1절연막의 상면에 형성되는 제2전극;

상기 제1전극 및 상기 제2전극에 접촉하며, 전자의 이동채널이 되는 나노입자;

상기 제1전극, 상기 제2전극의 표면 및 상기 나노 입자를 커버하며 형성되는 제2절연막; 및

상기 제2절연막의 상면에 형성되는 게이트 전극;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전자 트랜지스터.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 및 상기 제2전극은 소스 전극 또는 드레인 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전자 트랜지스터.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입자는 CdS, CdSe, CdTe를 포함하는 ⅡB-ⅥA족 화합물 중 어느 하나, GaAs를 포함하는 ⅢA-ⅤA족 화

합물 중 어느 하나, Si를 포함하는 ⅥA족 원소 또는 그 화합물 중 어느 하나, Ni, Co, Fe, Pt, Au, Ag를 포함하는 금속 

또는 그 화합물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코어와, 상기 화합물 중 어느 하나로 상기 코어가 코팅되는 합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전자 트랜지스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입자는 탄소나노튜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전자 트랜지스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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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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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4c

도면4d

도면4e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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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도면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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