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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분야 소개 ◇

Nanoelectronics
전통적인 평면 MOSFET의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로 줄어듦에 따라 소자
의 성능은 단채널 효과에 의해 크게 저하된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평면 실
리콘 MOSFET의 대체 후보들인 나노와이어, Ultra thin-body, 쇼트키-배리
어 트랜지스터 등 차세대 트랜지스터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연구를
한다. 특히 원자 수준의 Tight-binding, 제일 원리 계산과 비평형 그린 함수
등 엄밀한 양자 역학 방법론을 사용한 전자 소자 시뮬레이터를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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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실리콘 뿐 아니라 게르마늄, III-V 화합물, TMDC 등 차세대 채
널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sub 60 mV/decade를 가지는 터널링 트랜지스
터, Negative-Cap 트랜지스터 등 다양한 미래 소자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Thermoelectronics
재료의 양단에 온도 차가 존재할 때 전위차를 생기게 하거나, 전압을 인가하여
온도 차를 생기게 하는 효과를 열전 효과라고 하며 전기를 만들거나 온도 측정,
가열 또는 냉각 장치 등에 응용된다. 우리는 비평형 그린함수 방법을 이용하여 전
하-포논 상호 작용에 의한 열전 현상의 모사 및 열전 지수를 계산하며 전산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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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을 개발하여 열전 지수 값을 높이기 위한 근원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Spintronics
스핀트로닉스는 과거 전자공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양자의 스핀특성을 제어하는
기술로, 차세대 나노테크놀로지의 주요기술 중의 하나로서 여겨진다. 특히 자성체
를 활용한 MRAM은 차세대 메모리로 각광받고 있으며, 2008년 노벨 물리학상을
가져온 거대자기저항(GMR), 높은 MR ratio를 보이는 TMR, 그리고 2D, 3D의
topological insulator 모두 스핀트로닉스의 예시이다. 이러한 spintronic device로서
의 다양한 활용과 수송특성을 연구한다.
◇ 추천 수강 과목 및 졸업생 진로 ◇

Spin device

◇ 연구 활동 외 소개 ◇

물리전자개론, 반도체소자, 현대물리, 전자기학 등이 있으며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연구실 생활에서 워크샵, 등산 및 회

물리학과의 양자역학, 고체물리 등을 수강하는 것도 추천한다.

식을 통하여 친목을 다지고 있다. 또한 졸업생이 참여하는 바

졸업생은 삼성 전자, SK-Hynix 등 관련 기업에 진출해 있고,

베큐 파티를 통하여 활기차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

세계 유수의 대학원, 연구소 및 기업에도 진출 가능하다.
◇ 연구실 홍보 ◇

력하고 있다.

바야흐로 계산 과학/공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계산 과학/공학은 전통적인 이론 및 실험에서 벗어난 제3의 연구 방법
론으로서 컴퓨터 연산 능력의 눈부신 발전과 나노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CNL에서 양성하고
자 하는 인력은 반도체 소자, 고체 물리, 양자 역학, 전산 모사 등을 섭렵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
춘 고급 인력은 소수이며, 최근 계산 과학/공학이 강조되는 추세로 보아 앞으로 학계 및 산업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인력이
될 것입니다.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확실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로 무장되어, 향후 어떤 분야의 일을 하
더라도 잘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연구소, 기업 등에서 소자 관련 연구에 있어서 계산을 통한 핵
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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