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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릿말

간 중에는 한국/미국/일본/대만 공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상대국 학술대회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한국진공학회 설립당시 박
동수 한국진공학회 초대회장과 L.L. Kazmerski 미국 AVS 회장과의 MOU를 나타낸 것임). 설

1.1 한국진공학회 역사 및 과학기술 기여

립 다음년도인 1992년에 국제진공기술응용연합 (International Union for Vacuum Science
Technique and Applications: IUVSTA)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IUVSTA 활동에 참가하여

한국진공학회는 진공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과 기술 및 응용에 관한 지식의 향상과 진공산

마침내 2016년도에 IUVSTA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제 20회 세계진공학술대회

업의 보급 및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분야의 학술 및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

(International Vacuum Congress, IVC-20)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조직위

적으로 1991년 2월에 국내외 200여명의 발기인으로 창립되어 과학기술처에 학회등록과 법

원장: 강희재 제 13대 한국진공학회 회장). 26년전 창립학술대회 논문발표 31편, 참가인원

원등기를 통해 1991년 9월 10일 설립허가된 사단법인이다.

380여명으로 시작해서 25년이 지난 2016년에 46개국에서 발표논문 1,356편 2,400여명이 참
가한 세계진공학술대회까지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그 동안 한국진공학회의 발전과 세계화를

설립당시에는 진공분과, 표면분과, 박막분과 3개의 학술분과로 시작하였다. 이후 1993년에

실감할 수 있다.

박막분과는 박막분과 I, II로 분리하고, 1995년에는 플라즈마 분과가 신설되어 5개의 학술분
과로 운영되었다. 1999년도에 진공분과가 폐지되어 4개의 학술분과로 운영되다가 2001년도
에는 박막분과 I, II가 반도체 및 박막분과와 금속박막분과로 분과명을 변경하고, 나노과학기
술분과 신설되고, 1999년도에 폐지된 진공분과가 진공기술분과로 부활되어서 총 6개 학술분
과로 운영되었다. 2003년에는 표면분과가 표면 및 계면과학으로, 2005년에는 플라즈마분과
가 플라즈마 및 디스플레이분과로 분과명을 변경하고, 금속박막분과는 폐지하고 대신 에너
지기술분과를 신설하여 여전히 6개의 학술분과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나노과학기
술분과를 나노 및 바이오인터페이스분과로, 다시 2016년도에 나노과학 및 바이오인터페이스
분과로 개명하여 현재에는 진공기술분과, 표면 및 계면과학분과, 플라즈마 및 디스플레이분
과, 반도체 및 박막분과, 나노과학 및 바이오인터페이스 분과, 에너지기술분과명으로 6개의
학술분과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과의 신설/폐지/분과명 변경 등은 한국진공학회가
설립목적대로 진공을 기반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핵심산업과의 연계성을 깊게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산업에 대한 사전 대비를 충실하게 진행해 왔음을 의미한다.
한국진공학회의 학술지는 1992년 2월 한자제호의 국문지 韓國眞空學會志로 시작해서 이후
한글제호의 한국진공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Vacuum Society)로 판형변경을 한 후
2014년 1월부터 영문 온라인 저널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ASCT)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5년까지는 년 4회 발행하다가 2006년부터 년 6회의 격월
지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26권 1,600편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한글판 한국진공학회지와 별도
로 1997년 6월 년 2회의 발간 계획으로 영문지 Journal of Korean Vacuum Science &
Technology (JKVST)를 창간하였으나 논문 투고 및 발간부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총 7권, 149
편의 영문논문 발간을 마지막으로 2003년에 폐간하였다.
한국진공학회는 창립이후 년 2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1년 7월 5-6일 동안
제 1회 창립기념학술대회 (KIST, 31편)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제 53회 학술대회를 진행하
면서 지난 26년간 13,000여회 학술대회 논문이 발표되었다. 제 1회 31편으로 시작해서 매
회 조금씩 증가는 하되 200여편을 넘기지 못하는 정체상태에 있었으나, 학술대회 개최지를
대학에서 리조트로 옮기기 시작한 2007년 제 33회 하계학술대회부터 매회 발표논문이 300
여편이 넘는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최대 585편까지 발표된 경우도 있어서 비로서 중견
학회로서의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술대회 기간 중 산학연을 대상으로 진공기
술강좌, 진공기술강습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진공기술의 인력향상, 산업으로의 확산
및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한국진공학회 설립시부터 미국진공학회 (American Vacuum

한편 한국진공학회는 ASCT와 같이 정기 학술지 외에, 2014년에 진공이야기라는 학회 소식
지 (홍보잡지)를 창간하여 년 4회 발간하고 있다. 진공이야기는 진공관련 과학·기술·산업 각
분야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과 소식을 보다 빠르고 풍부하게 전달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 창간취지라 할 수 있다. 매년 4회씩 총 14호까지 출
간되었고, 신과학, 신기술, 신산업 및 진공 연구시설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산학연 연구개발
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회원들로부터 지대한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다.

Society)와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위한 MOU를 맺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일본, 대만, 중국과
의 MOU를 통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해 왔다. 이에 근거하여 매년 하계정기학술대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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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년이 한국진공학회가 중견학회로서 발돋음 하는 시간이었다면 향후 25년은 중견학
회로서 관련 학문의 발달과 응용 및 산업화, 더 나아가 세계화로의 역할을 더욱 심화해 나
가야 할 시기이다. 이에 따른 핵심적인 세부 발전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새로운 4반세
기를 시작하는 김은규 현 한국진공학회 회장의 학회 운영 철학과도 잘 일치한다.
◦ASCT: 현재 학술진흥재단 우수 등재지로 선정된 ASCT를 수 년 내에 SCOPUS와 SCI 등재
지로 진입.
◦학술분과 활동의 활성화: 현재 진공기술분과, 표면 및 계면과학분과, 플라즈마 및 디스플
레이분과, 반도체 및 박막분과, 나노과학 및 바이오인터페이스 분과, 에너지기술분과와 같이
한국진공학회 25주년 (2016년) 기념 사진 1 (왼쪽부터 IUVSTA의 Scientific Director인

6개의 학술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분과는 정기학술대회 외에도 분과워크숍을

Mariano Anderle, 박동수 초대-3대 회장, 강희재 13대 회장)

운영하거나 분과주도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지만 일부 분과는 정기학술대회 외에 별도의
활동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른 모든 분과의 활동을 활성화.
◦융합연구 선도 및 산학연 협력: 기초과학과 공학이 조화된 융합연구를 선도하는 학회로
발전하고,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내 진공 산업 발전에 기여.
◦학술활동의 국제화: 국제적으로 격이 높은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여 대회의 질을 높이고,
현재도 협력관계에 있는 IUVSTA, 미국진공학회, 중국진공학회, 일본진공학회, 대만진공학회
등 유관단체와의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학술활동 및 학회의 국제화.
◦학술대회 활성화 및 회원소통의 장: 년 평균 학술대회 참여자 1,500명, 논문발표 1,000편
달성, 여성진공과학자 및 젊은진공과학자 참여/소통 활성화, 신기술/신산업 교육 및 정보공
유, 산학연 참여/소통 활성화.

한국진공학회 25주년 (2016년) 기념 사진 2 박동수 초대-3대 회장, 황정남 고문, 최치규
9대회장, 오세정 (국회위원), 김중조 초대부회장 (에드워드 코리아 명예회장), 이상윤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노삼규 12대 회장, 민석기 고문)

1.2 한국진공학회 미래 발전 계획 및 비전
한국진공학회는 정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진공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과 기술 및 응용에
관한 지식의 향상과 진공산업의 보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진
공 및 관련 학문의 발달, 응용 및 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난 25년간
한국진공학회는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외적으로 회원수가 4,000여명이 넘어섰고,
동/하계 정기학술대회를 통하여 연인원 1,200여명, 연 평균 700여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고
논의되는 학문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진공강습
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진공기술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고, 한국진공연구연구조합과 유
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공기술의 보급, 확대 및 산업화에도 기여해 왔다. 국문 학술지를
ASCT라는 영문학술지로 변경 운영하고, 미국, 일본, 대만과의 MOU를 통하여 연 1회 4개국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IUVSTA에 가입하여 IVC라는 세계진공학술대회까지 유치 및 성공
적인 개최까지 이르는 등 세계화를 위한 활동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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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진공기술의 중요성

2.1 진공 기술의 범위
진공 기술은 응용 표면 과학, 바이오 인터페이스, 전자 재료, 나노 미터 구조, 플라즈마 과
학, 표면 공학, 표면 과학, 박막 및 진공 과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폭
넓게 활용되는 기술이다. 특히 21세기 전자산업의 발전 속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의 다양한 전자 소자들 과 함께 이들의 생산을 위한 진공기술의 꾸준한 발전도 요구 되고
있다.
그림 2.1 [출처: OHSHIMA, Hiroyuki (ed.). Electrical phenomena at interfaces and
biointerfaces: fundamentals and applications in nano-, bio-, and environmental sciences.
John Wiley & Sons, 2012.]
- 플라즈마 과학
플라즈마 과학의 현재 주제에는 플라즈마 나노 과학 과 플라즈마 생체 의학이 있다. 진공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nanowire를 합성할 경우, thermal, wet 방식에 비해 합성 속도가 빠르
며, 진공으로 인해 residual atom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rystallinity나 pureness도 뛰어나
다. 또한 플라즈마의 진공도 및 여러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nanowire의 두께, 면밀도와 같은
morphology도 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2.2의 (a), (b)는 pressure=100 pa에서 합성된 iron
oxide nanostructure의 SEM 이미지로, nanowire가 표면에 치밀하게 밀집되는 것을 확인할

2.2 진공기술의 응용 범위 및 중요성

수 있다. 반면에 40 pa에서 합성된 경우 그림 2.2의 (e), (f) 에서 볼 수 있듯이 두꺼운
nanowire들이 수직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바이오 인터페이스
생물학적 / 생화학적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물질의 표면 특성은 학계와 산업 모두에게
큰 관심거리이다. 바이오 인플란트 (bioimplants), 방오성(anti-fouling properties), 생물의학
(biomedical)은 근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 및 응용 분야 중 일부이
며, 초고진공 (UHV) 기반의 표면 분석 도구는 이러한 바이오 인터페이스의 연구, 개발 및
품질 관리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표면의 bonding state는 측정환경이 대기상태
인지,

진공상태인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표면의

vibrational

mode나

electronic

excitation을 관찰할 때, 그림 2.1과 같이 대기 중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PM-IER 방법을 이
용한 경우와 초고진공을 사용하는 HREELS 방법을 이용한 경우, 전혀 다른 hydrogen
bonding network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출처: Appl. Phys. Lett. (2012), 100, 2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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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생체 의학 분야에 있어, 생체이식 기기의 생체적합성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생체적합성은 생체분자와 기기 표면간의 반응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면처리를

- 박막

통한 제어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최근 진공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표면 개질을

박막 제조를 위한 화학적, 물리적 증착 등의 대부분의 기술들은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

통해 폴리머 인공 혈관의 생체적합성을 개선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림 2.3과 같이 산

오염문제를 해결할 진공기술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광범위한 재료 및 응용 분야를 망라하

소 플라즈마를 이용해 폴리머의 표면을 나노 구조 형상으로 만들어 친수성을 높임과 동시

며 최근에는 박막 형태로 증착되는 물질의 유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규칙적

에, 인체 내의 혈소판과의 충분한 접촉을 방해하여, 혈소판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으로 정렬된 양자점 (QDs)들의 3D 격자를 포함하고 있는 박막을 증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활성화된 혈소판의 경우 비활성화된 혈소판과 달리 모양이 변형되어 그림 2.4의 AFM 이미

도, 역시 고진공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고진공에서 RF magnetron sputtering 방법을 이용

지와 같이 넓게 퍼진 모양을 가진다. 플라즈마 처리를 하지 않은 혈관을 이식한 경우와 비

해 Ge 양자점의 3D 격자를 만들었을 때, 그림 2.5의 TEM 분석을 통해 규칙적으로 정렬된

교했을 때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거치게 되면 완전히 펼쳐진 모양의 혈소판 수를 감소시켜

양자점 배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nanocluster 생산 시 그림 2.6과 같이 진공 챔버 내에

혈소판 응집을 예방할 수 있다.

서 공정이 이루어지는 gas aggregation source 방식을 사용하면, 다른 진공 기반 증착 시스
템과 결합하여 단일 챔버 내에서 nanocomposite 물질 증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2.3 [출처: Eur. J. Pharm. Biopharm. (2013), 85, 78]

그림 2.5 [출처: J. Phys. D: Phys. (2014), 47, 153001]

그림 2.4 [출처: J. Phys. D: Phys. (2014), 47, 153001]

그림 2.6 [출처: Thin Solid Films (2012), 520,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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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론
- 진공 과학
순수 진공 과학은 진공 시스템에 사용되는 재료의 아웃 가스 (outgassing), 복잡한 진공

진공 기술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기술로 앞으로도 꾸준한 성

시스템 및 진공 계측의 모델링을 통한 기체 역학 (rarified gas dynamic)에 중점을 두고 있

장이 필요하다. 특히 진공 기술을 사용하여 박막을 증착하는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뿐만

다. 가스의 압력 과 온도는 밀도와 관련이 있고, 가스 밀도는 가스의 굴절률과 직접적인 관

아니라 수 많은 응용 분야에서 필수적 기술이며, 현재는 기능적 성질을 지닌 나노 구조 필

련이 있는데, 최근 PML 팀이 개발 중인 계측기 그림 2.7은 초고순도 헬륨 가스의 굴절률을

름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플라즈마는 연구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multiple Fabry–P´erot (FP) cavity의 공진에 레이저를 고정함으로써 결정된다.

중 하나로 적절한 진공 플라즈마로 고체 물질을 처리하면 나노 와이어 (nanowires), 나노 스
피크 (nanospikes), 나노 팁 (nanotips), 양자점 (quantum dots) 그리고 더 복잡한 형태의 거
의 모든 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많은 양의 물질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적 응용을 위한 주요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태학적으로 부적합한 습식 화학적 방법
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것이다. 또한 생물학적 조직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기능적
특성을 진공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수정하거나 조직 자체를 치료하는데도 광범위한 연구와
진보가 가까운 장래에 예상된다.

그림 2.7 [출처: NIST/PML Sensor Science Division]

- 21세기 전자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
최근 전자 산업의 첨단공정에서 다루는 물질의 스케일이 나노 단위로 미세화 되어짐에 따
라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초고진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진공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진공기술의 중요성은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전구체와 공정 부산물의 증가와 도핑공정에서 불순물로 인한 도핑에 대
응하기 위한 fab내 진공 기술의 필요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그림 2.8과 같이 진공도가 박
막의 증착효율 및 기판과의 밀집력 그리고 막의 균일 분포성장에 영향을 주는 평균자유행로
(Mean Free Path)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면적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양전지 산업에서도 다양한 화학반응과 그 반응물들에 대처할
수 있는 진공(펌프)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림 2.8 [출처: ShinMaywa Industrie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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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진공 관련 과학∙기술 학술 비전

진공활용 고정밀 첨단반도체 생산기술의 경우 초정밀 미래소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초
청정 진공장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정밀 측정 및 진공발생 장치에 대해 새로운 기술 개
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극청정 진공환경을 위한 오염관리 기술의 개발이 병해되어야 한다.

3.1 진공기술

진공열차 즉 하이퍼루프는 초고속 진공튜브 열차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평균 속

1. 개요

도 600mph(시속 약970㎞), 최대 속도는 760mph(시속 약 1,200㎞)까지 낼 수 있으며, 미국

진공기술은 나노기술, 우주항공기술, 가속기 장치, 핵융합 장치, 표면분석기술 등 첨단과

LA에서 350마일(약 560㎞) 떨어진 샌프란시스코까지 35분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학 연구 발전에 기반이 되는 기술인 동시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의 실용화를 위하여서는 장기적으로 가능한 모든 첨단기술 특히 진공기술이 동원되어야 하

비록하여 코팅, 식의료품 가공과 포장, 오염물 처리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며, 새로운 다양한 진공환경을 상태를 진단하고 제어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진공환경 진

기술이다. 이런 진공 응용산업 분야에서 진공측정기술은 제품의 질이나 생산성 향상에 직접

단 및 제어센서의 개발에도 많은 연구자의 참여와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핵심기술이며, 신뢰성이 있는 진공측정 기술 확보 및 응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5. 로드맵

2. 단기비전

명한 대표적인 우주 항공 및 반도체 분야의 기술의 발전형태를 참조하도록 하겠다.

진공 기술은 독립적인 기술의 형태보다는 응용분야의 필요기술로 활용되므로 앞에서 설
청정 진공기술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 기술이다. 청정도는 진공공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
이다. 손톱만한 크기의 실리콘 기판 위에 수천만 개 정도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저항, 콘
덴서를 제조하고 다시 그들 소자간의 상호 배선을 형성하여 아파트를 짓듯이 층층이 쌓아가
는 반도체칩의 제조 단계에서 진공을 이용한 박막 기술은 없어서는 안 되는 열쇠기술이며
칩의 집적 정도가 증가하면서 초고진공 공정의 중요서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활
발히 활용되고 있는 차세대 3차원 반도체 공정의 선폭은 10 nm급 또는 그 이하의 스펙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정 구조의 종횡비는 1:50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초미세 및
고품질 소자 생산에 고진공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3. 중기비전
나노 테크놀로지(nano technology)와 나노과학(nano science)에 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산업을 위한 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소재, 신기능성 소자 및 초고집적 반도체 개발 등에
꼭 필요한 초 청정 공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
응, 진공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극고진공(XHV)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노력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진공펌프의 배기능력과 진공게이지의 측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재료 자체에서 방출되는 기체의 양을 억제하는 문제 등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된다.
극고진공 기술의 핵심은 이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최고난도의 진공계측기술이다. 표면과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이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극고진공기술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거의 예술이라고 할 만하다.
극고진공은 현대진공기술의 한계이자 목표이다. 초고진공(UHV)으로부터 극고진공이라는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극한을 향하여 서서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진공기술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가
지고 있지만, 현재 10–13 Torr 까지의 XUV 창조가 가능하다. 21세기 상상역과 나노의 세기가
열렸다. 아직 실험실 단계이기는 하지만 중기적으로 XHV의 개발이 필요하다.
4. 장기비전
진공기술은 장기적으로 우주 환경 모사기술, 진공 활용 고정밀 첨단 반도체 생산기술, 진
공 열차기술, 진공 정밀측정기술 등에 활용되어 질 것으로 예성되고 이를 위한 관련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주 환경 모사기술의 경우 앞으로 있을 우주 탐사 및 위성개발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현재 국내의 심우주 탐사기술로는 달궤도선 및 달착륙선의 2020년대 발사를 목표
로 선행연구가 시작되어 달진입 관련 궤적 최적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중이며 기타 심우주
항법/통신, 샘플회수/지구재진입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는 학술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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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급한 추진분야 또는 연구주제
⚫ 진공용 소재ㆍ부품ㆍ장비 성능 및 신뢰성 검증 테스트 베드
- 국내 중소 진공 소재․부품 기업은 기술력이 있어도 수요기업의 해외 선진업체 제품 선
호 등으로 인한 진입 장벽이 높아 성능평가 기회가 제한적 이며 핵심 소재․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 진공 소재․부품의 실효성 있는 국산화를 위해, 『Item발굴 – 성능평가 – Level-Up
(R&D) – 인증 – 구매』의 시스템화된 토탈솔루션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
⚫ 진공장비 실시간 진단 센서
- 장비 삽입형 2D 균일도 측정 센서
- 진공장비 내 오염입자 실시간 모니터링 센서
- 고신뢰도 진공도 측정 센서
- 고정밀 실시간 진공장비 내 가스 정량·정성 측정 센서
- 실시간 불량 대응(APC)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 극청정 진공환경 조성 기술 개발
- 극청정 소재 및 부품 개발
출처: 산업부 2016 R&BD 보고서

- 청정환경 진단 인프라 개발 (outgassing, particles 등)
- 극청정 환경 인증기술 개발 (국내외 기업과 협력)
- 오염진단 및 제어 기술 개발

6. 투자현황
- NASA의 Space Power Facility 오하이오 주 샌더 스키에있는 Glenn Research Center의
Plum Brook Station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진공 챔버가 설치되어 있고 직경이 100 피트이
고 높이가 122 피트임. 시설은 승무원 탐사 차량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함.
- 진공을 유지하고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진공펌프 및 진공게이지의 경우 고효율 고정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제품개발에 투자함.
: 에드워드, 파이퍼베큠, 카시야마, 보쉬 등 고효율 고내구성 진공펌프 개발 중
: MKS, 인피콘 등 진공게이지 및 측정센서 개발 중
-

초고속 진공 열차 하이퍼루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하이퍼루프 원'(전 하이퍼루프

테크놀리지)은 최근 GE, SNCF(프랑스 국영철도) 등으로부터 8천만 달러(약 930억원)를 새로
투자받았고, (기존 투자와 합계 시, 총 약 1,170억 규모) 하이퍼루프 개발에는 매사추세츠공
대(MIT) 연구진, 하이퍼루프 원, 하이퍼루프 트랜스포테이션 테크놀리지(HTT), 스카이트랜 등
이 참여함
-

차세대 진공기술에 필요한 진공장비, 관련 소재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산업군별로 필

요로 하는진공 부품 (진공펌프 및 진공게이지 등)과 더불어 관련 소재 및 시스템 개발을 위
해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제품개발에 투자함.
: 극청정 진공환경 조성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진행 중
: 공정장비 및 진공환경 측정 센서가 결합된 융복합 장비 개발에 투자 예정
: 진공 및 관련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기술과 인증기술에 대한 R&D 투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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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에너지기술
3. 중기비전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분야)

1. 개요
에너지기술 및 산업은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인류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한 당위성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기술은 특정학문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전
기, 전자, 재료, 물리, 화학, 기계, 금속 분야 등 다학제적 융복합 기술 분야로서, 기술, 인력
네트워킹이 필수적인 분야이며, 최근 에너지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학제간 융
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추진 당위성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지향을 통한 에너지기술의 산업
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글로벌 'Green Race'에 대응하여 에너지기술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전략 수립 필요하다.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안보 등 에너지분야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실현방안 마련 필요하며, 특히 전력, 신재생에너지, 효율향상·온실가스 감축, 자원개
발 분야의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집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사용되는 웨이퍼의 초박형화 기술이 개발되어, 박막태양전
지가 가질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20㎛이하의 초박형 웨이퍼 확보가 가능하
다면 이에 맞는 고효율 태양전지 구조와 공정조건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조단가 등 생산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출수 있는 획
기적인 컨셉이 도모될 것이며, 다수의 사용자가 싼 가격으로 태양광 발전을 얻을 수 있다.
기존 건물의 외벽, 지붕, 베란다 뿐 아니라 창호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태양전지와 융복
합 제품이 개발될 것이다. 예를 들어 CIGS 박막태양전지와 투명태양전지 (유기 또는 무기)와
의 조합으로 창호형 제품 개발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 볼 때 단가 하
락보다는 성능검증, 성능향상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 가능성을 제
고하는 전략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 에너지 저장 분야
Li-ion cell은 크게 양극, 음극, 전해질, 격리막, Packaging 부품으로 구성되며, 각 소재/부

2. 단기비전

품류에 따라 성능/신뢰성/안전성 등 핵심 특성이 좌우되고 있다. 특히 양극 및 음극 활물질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중 진공학회가 가장 연관성이 높은 태양광 기술 분야에 대하여, 단기
적인 비전으로는 현재 가장 높은 상용화율을 보이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분야의 저가·고효
율 핵심기술개발이 될 것이다. 특히, 기존 단결정/다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한 고
순도 폴리실리콘 제조/가공기술, 잉곳/웨이퍼링 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저가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개발된 웨이퍼에 대하여 단결정 20%, 다결정 19%의 상용화 한계효율을 뛰어 넘
는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박막태양전지 중 효율적인 측면에서 실리콘 태양전지와 견줄수 있는 CIGS 박막태양전지
의 경우는, 가격 확보 및 재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
적인 요소기술 확보로 인한 효율 상승으로 결정질 실리콘과 경쟁하고 있으며, 지상용 발전
보다는 특수용 발전(건물, 자동차 등)에 활용할수 있게끔 flexible CIGS 태양전지 및 모듈화
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이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자체만으로도 20% 이상의 효율을 보이고 있어 기존 유기,
염료감응 태양전지에 비해 높은 효율과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높은 밴드갭으로 인해 다양
한 기존 태양전지와의 탠덤화 등 융복합화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대면적화, 장기적 신뢰
성 등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저장 분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시점과 맞추어 장주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
지용 전력저장시스템 기술이 필요하며, Li-ion cell은 에너지 저장장치의 핵심 요소로서, 현
재 노트북, 핸드폰, 전동공구 등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을 중심으로 연간 15% 내외의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HEV, PHEV등의 자동차용 및 UPS, 발전용 저장시스템 등
중대형 시장으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증 및 보급을 위한 혁신형 이차전지 원천기
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여 부품소재 저가화 기술 및 supply chain을 강화하면서
BMS/PCS의 저가화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리튬 이온전지는 우리나라가 경
쟁력을 가질수 있는 중요 산업분야로서, 특히 소형 리튬 이차전지 기술이 경쟁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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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Li-ion cell 성능 및 안전성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소재로서, 소재 개발력 및 최적화, 안정
적인 양산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또한, 단전지 대형화에 따른 극판/조립/화성 설비
및 공정 관련 제조기술 개발이 요구되며 고도의 개발난이도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중
에서 단전지 용량 대형화에 따른 안전성 악화 요인 증가와 고출력 특성 및 발열제어를 위한 극판 설
계 기술이 필요하다. 한편, 울트라 캐패시터는 신재생 에너지용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용도가 확대되
어 가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며 이에 따라 범 지자체적인 지원도 없는 실정
이다. 향후의 국내외의 사장선점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에너지저장장치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4. 장기비전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분야)
석탄/석유 활용이 최대한 억제되고, 과거에 비쌌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발전단가
가 크게 하락될 시점으로, 주변 생활에서 흔히 활용되는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존,
소재/장비의 해외의존도가 높았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소재/장비의 국산화가 완성되며,
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고효율, 고출력, 소비자 편의 지향화가 된 많은 제품들이 선보일 것
이며, Wearable PV 기술/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저장 분야
선진의존도가 높은 관련 핵심소재 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한 기술적인 전략 및 비전
으로 고출력, 가격절감, 고안정성, 고신뢰성 셀 개발을 위한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격리막,
전해질, 패키징 부품의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전망을 가진 비전설정
이 필요하다. 셀에 발생하는 장기성능 열화는 에너지 저장시스템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
소로서, 기대수명 15년을 확보하고 장기성능을 갖는 신뢰성 향상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전력
저장 대형 시스템의 안정적인 장기운전이 매우 중요하여, 장기 신뢰성 실증 검증이 필요하며,
imbalance 열화기구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추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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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태양광 발전전략에 의한 연구개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EU는 SET plan 기반의 태양광
5. 로드맵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분야)

유럽연합(EU)은 대용량 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의 수명 및 에너지 밀도 증가를 목표로 하
는 ‘배터리 2020(Batteries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는 80%의 방전 깊이
(Depth Of Discharge, DOD)에서 4000회의 충전·방전 수명을 가지고 에너지 밀도는
250Wh/kg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7. 시급한 추진분야 또는 연구주제
⚫ 40년 이상 출력보증이 가능한 태양광 모듈
- 태양전지가 대량생산되기 시작했던 80년대에는 태양전지모듈의 보증기간(Power
Warranty Period)이 5년에 불과했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간이 점차 연장되어 현재는
제조회사에서 보통 25년의 출력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보증기간은 조만간에 선진
국을 중심으로 40년 이상의 수명 보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SunShot 2030,
유럽 Solar Europe Industrial Initiative, 일본 PV2030 계획에 40년 이상의 수명확보 계획을
명시하고 있음)
- 25년 이상의 장수명 보증은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업체는 누적된 설계 기술과 오랜
시간 동안의 필드시험을 기반으로 제공이 가능하나, 우리나라 같은 후발업체에서는 이에 대
한 데이터와 기술이 충분히 없는 상태로 40년 이상 Warranty 제공이 일반화 되면 이는 실
제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에너지 저장 분야

- 또한, 태양전지가 본격적으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모듈의 단가하락 뿐만 아니라 실
질적으로 태양광 발전비용(LCOE)이 낮아져야 하는데, 태양전지의 출력보증기간은 태양광 발
전비용(LCOE)의 중요 결정요소로 작용. 따라서 발전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태양전지 보증
기간이 증가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 HVAC-free ESS용 전고체 리튬이차전지 개발
-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은 생산된 전력을 전력계통(Grid)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
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써, 안정적 전력수급,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위한 필수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력저장 방식 중
리튬이온전지가 핵심 solution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하지만 리튬이온전지 특성상 충방전 시 발생하는 열로 인해 ESS 온도유지를 위한 공
조 설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전력소모가 많아 고스란히 ESS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으로 부과되어 발전사업자 및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다.
- 액체전해질을 사용하는 기존 리튬이차전지의 한계인 고온에서의 열화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넓은 작동온도, 완벽한 안전성을 지향하는 고이온 전도성
고체전해질 기반 전고체 리튬이차전지 개발이 필요하다.
- 대표적인 고체전해질로서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의 경우 산화물계 고체전해질보다 더

6. 투자현황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있어서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품의 시장 독점이 가속
화됨과 동시에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일본, 독일제품이 시장 지배 중에 있으며, 태
양광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15~20%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및 경
쟁국의 지속적인 연구투자 정책에 의한 것이다.
미국은 Sunshot Initiative 기반의 대형 산학연 컨소시엄 태양광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
으며, 일본은 All Japan project, Post Fukushima Project 등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은 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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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져 벌크형 리튬이온전지용 고체전해질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
정상 황화물에 대한 핸들링 문제, 습기에 대한 안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 관점에서는
한계가 많이 있다.
- 따라서 실제 상용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중에 안정한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을 사
용하여 에너지 밀도는 낮더라도 공간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은 ESS용 전고체 전지 상용화
관점에서 고온에서 작동 가능한 HVAC(공조 시스템)-free 전고체 전지 개발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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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기비전

3.3 반도체 및 박막 기술

⚫미세 다기능 반도체 공정 장비 기술
- 반도체 기술의 소형화로 10 nm 이하의 초미세 공정 장비 기술 개발로 대량 생산을 위

1. 개요
반도체 및 박막 기술은 기존의 부피가 큰 CRT 중심의 표시 장치를 LCD 또는 AMOLED
등 초박형의 표시 장치로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력소모가 큰 백열전구, 수은을 사용하는
형광등의 부피가 큰 조명 기구를 전력 소모가 적고 친환경적이며 매우 작은 LED 조명으로
대체하면서 인류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 반도체 및 박막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Si 기반
의 반도체 기술에서 II-VI족 III-V족 등 다양한 화합물 기반의 반도체 기술로 진화하고 더 나
가 유기물을 이용한 기능성 박막 기술로 진화하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반도체 박막 소재
의 발굴로 다양한 기능의 전자 소자 및 발과 소자 수광 소자를 개발하게 되면서 다양한 센
서가 개발되고 이를 활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여 서비스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반도체 및 박막 기술은 인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술인 반도체 및 박막 기술을 연구하
는

분과로 반도체 박막의 핵심 기술을 향상 시키면서 신기술을 발굴하여 전파하고 교육하

며 또한 과학자들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기술 융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한 대구경의 공정 장비 개발이 진행 되어 양산화를 목표로 장비 기술 개발이 진행 될 것으
로 예상된다.
⚫ 양자점 박막 제조 기술
- 고출력의 발광 소자를 위한 고밀도 양자점 제조 기술은 계속적으로 진행 되며, 초미세
반도체 소자 개발과 미세 공정 장비 개발로 단일 광자 광원과 같은 나노소자 개발이 가능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밀도의 양자점 제조 기술과 양자점 위치 제어 기술이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 물질 융합 기술
- 실리콘포토닉스에서 실리콘 반도체와 광소자 융합을 위해 소자 접합이나 메타모픽 성
장 방법 등으로 실리콘 기판 상에 III-V 화합물반도체 소자 성장이 진행 되고, 이와는 다르
게 다양한 격자를 가지는 인공격자 기판 제조 관련 연구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연/투명반도체 기술

2. 단기비전

- 유연 기판 상에 투명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유연 투명 반도체 대면적화를 위한 연

⚫ 미세 다기능 반도체 공정 장비 기술
- 반도체 기술의 소형화로 10 nm 이하의 초미세 공정 장비 기술 개발 필요성이 급증으
로 관련하여 관련한 10 nm 이하 공정 기술 개발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정 장비 개발
기술이 요구된다.

구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오 반도체 기술
- 단일소자 형태의 바이오 센서들을 초미세 공정을 활용하여 융합 센서 소자 기술에 대
한 연구가 진행 되어 다양한 센서를 융합하고 소프트웨어 기술를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 양자점 박막 제조 기술
- 기존의 양자 우물 중심의 광소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0D의 양자점 소자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로 광소자 분야에서 양자점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발 성장 위주의 III-V 화합물 반도체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센서 개발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4. 장기비전
⚫ 미세 다기능 반도체 공정 장비 기술
- 초미세 대구경 장비 개발로 반도체 공정의 양산화가 가능하게 되면 공정비용 절감을

⚫ 이종 물질 융합 기술
- 반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 기술이 구현 하지 못하고 있는
발광소자 분야를 융합하기 위해 실리콘 기판 상에 발광소자를 구현하려는 이종 물질 융합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을 중심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해 연속공정 기술 도입을 위해 초미세 대구경 공정 기술을 Roll-to-roll 대면적 공정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다.
⚫ 양자점 박막 제조 기술
- 양자점이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와 위치를 제어 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양자점 관련

⚫ 유연/투명반도체 기술
- 유연 반도체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가 진행 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박막 태양
전지, 유기 반도체 등에서 활발히 시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련하여 유연 기판 상에
투명 반도체 구현을 위한 시도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소자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특히 단일광자광원소자 분야가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
상된다.
⚫ 이종 물질 융합 기술
- 반도체의 격자 제어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 제조를 가능하

⚫ 바이오 반도체 기술
- 다양한 반도체 센서들응 활용하여 생체 신호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다. 특히 초미세 공정 기술의 발달로 초전력/초미
세 소자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센서 기술이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 함으로써 실리콘 반도체와 화합물 반도체의 경계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 되면 특히
monolithic 실리콘포토닉스 기술 분야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연/투명반도체 기술
- 양자점 제어 기술 발전과 초미세 반도체 공정 발달로 유연투명반도체 분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대면적 투면 반도체 기술로 디스플레이 분야에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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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면적 대량 생산을 위해 Roll-to-roll 공정이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라 연구 단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일광자광원 개발은 양자 ICT 분야에 ‘키’가
된다.

⚫ 바이오 반도체 기술
- 반도체 관련 모든 기술의 발전로 바이오 센서 분야는 초저가/초미세/고밀도/다기능 소

- 단일광자 광원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성숙전의 기술로서, 단일광자 광원 기술 개발은

자 개발을 위해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간의 뇌파 감시 등의 생체 신호를 디지털화

양자 ICT 전반에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 양자암호통신이 활성화 된다

하려는 연구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면 보안을 필요로 하는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가정용 보안통신 등에 응용 가능하며, 양자컴
퓨터와 함께 가속화 될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에 응용 가능하다. 단일광자광원 개발은

5. 로드맵

4차산업혁명 시대의 양자ICT를 가속화 시키며, 이는 대용량 고속 정보처리, 인공지능, 정보
보호 등 정보사회의 발전을 실현한다.

⚫ 실리콘 & III-V 반도체 융합을 위한 인공격자 기판 제조 기술
- 반도체 기술은 크게 실리콘 반도체와 화합물 반도체로 구분 되며, 현재까지는 실리콘
반도체를 제작을 위한 실리콘 기판은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지만, 화합물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화합물 반도체 기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실리콘 기판과 화합물 반도
체 기판 간의 물리적 특성 차이로 인하여 실리콘 반도체 소자와 화합물 반도체 소자가 동일
기판 상에 구현 할 수 없어 미래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실리콘포토닉스 기술 발전의 한계
로 지목 되고 있음. 본 기술 개발을 통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합물반도체 기판
을 대체하고 실리콘소자와 화합물반도체 소자를 동일 기판 상에 구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
리콘포토닉스 기술 진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화합물반도체 웨이퍼의 시장 규모는 2015년 9,340억원 규모이며 그중 GaAs 웨이
퍼가 전체 시장의 45%로 전자 디바이스용으로 3,200억원 광 디바이스용으로 1,000억원으로
총 4,200억원임. 인공격자기판은 GaAs 기판 시장을 가장 대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4인치 크기의 화합물 반도체 공정을 실리콘 기판과 동일한 크기의 대면적 공정으로 전환
함으로써 기존 광전 소자의 제조단가 절감과 높은 수율 공정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소자 제
조 단가를 1/100 이하로 절감할 수 있음.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기판 산업을 대체함으로 수입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 된다.
6. 투자현황
초미세 가공의 핵심기술은 반도체 노광장비로 intel, samsung 등의 세계적 기업이 공동

⚫ 초미세 반도체 장비 기술 개발

참여하여 15.4 nm의 파장을 가진 EUV(Extreme Ultra Violet)장비가 양산화 단계를 준비하고

- 반도체 장비 기술(식각, 증착, 광학, CMP 기술) 분야는 반도체 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큰 부가 가치를 가지는 고성능 장비 개발이 핵심 기술로 대두되고

장 중요한 핵심 분야로 특히 초미세 구조의 소자 구현을 위해서는 초정밀 공정 장비가 필수

있다. 또한 실리콘과 화합물 반도체의 경계가 허물어 지면서 MOCVD, expitaxy 등이 가능한

적이다. 최근 반도체 제조비용 증가로 소수의 독점적 선진 기업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

장비들의 개발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며, 유연소자 분야의 roll-to-roll 공정 장비들이 미국,

및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미세 공정, 초고집적

EU 및 한국 등에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반도체와 바이오 기술이 융합되면

반도체에 대한 개발 경쟁이 진행 중이다. SEMI(sen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서, 반도체 기술과 바이오 기술간의 다학제간 융합 기술 및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의료기기

international)을 중심으로 450mm 제조장비/공정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FinFET

개발에도 Zimens등의 유럽국가들이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

기술을 중심으로 20nm 이하 초미세 공정에 대한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한편

고 기술 집약적인 반도체 장비에 대한 국가적 투자 및 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요 분야이다.

기존 반도체 소자는 10nm 이하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신개념 차세대 소자, 3D 적층기
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이다.

7. 시급한 추진분야 또는 연구주제
⚫양자컴퓨팅 & 양자 통신을 위한 단일광자 광원 반도체 기술
- 양자컴퓨터, 양자암호통신 등의 양자ICT 기술이 빠르게 현실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반
이 되는 양자소자 개발이 중요해 지고 있다. 양자컴퓨터, 양자암호통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0과 1의 중첩 상태인 큐빗(Qubit) 생성이 필수적이며, 큐빗으로 사용가능한 단일양자 광원은
양자 ICT 기술의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다. 단일광자검출기를 포함한 다른 핵심 소자 부품들
은 상용화 단계에 있지만, 가장 핵심부품인 단일광자광원은 현재 시제품 자체가 없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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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매 기술은 에너지 소비 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소재로 각
광받고 있다. 현재 가스 변환 촉매로 가장 좋은 효율을 내는 물질은 백금이다. 그러나 지각

3.4 표면 및 계면 로드맵

에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백금은 그 희소성으로 인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이 많다. 향후
촉매소자 개발에 있어 지각에 풍부한 광물의 촉매 특성 개발, 표면 개질로 인한 촉매 특성

1. 개요
표면 및 계면 과학 분야는 최첨단 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되는 저차원 소재/소자의 특성
이해 및 새로운 물성 구현에 필수적인 연구 분야로, 에너지, 나노, 환경, 의료, 통신, 국방,
우주산업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표면 및 계면과학 분야는 저차원 신소재 개발, 친환경 에너지 소재 개발, 다기능 저차원
소재 개발, 에너지 소재 개발 등 원자단위 제어를 기반으로 한 기초 연구로부터, 마찰력 감
소를 위한 기능성 소재, 가공 산업에서 필수적인 레이저 용접, 플라즈마 표면 처리 분야 등
의 응용 연구에 이르기 까지, 기초 과학 및 산업전반의 기술 진보를 위한 물성연구 및 개발
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이다.

향상, 소자로의 적용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기술 연구
- 원소 단위로 관찰하려는 전자현미경 장치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은 중기적인 연구 단계
에서 계면에서의 원소의 배열과 물성에 대해 원소 단위로의 측정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한
다. 또한 현재의 전자현미경 장비는 가벼운 원소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렵다는 제약이 있는
데, 현재의 전자현미경 발전 속도로 비추어보아 중기 단계의 말미에는 탄소, 질소, 산소 등
가벼운 원소 위치까지 분해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4. 장기비전 (~2048)

표면 및 계면과학의 연구는 크게 물질연구와 측정기술 개발의 2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
다. 물질연구 분야는 이론과 실험 분야로 나눌 수 있고, 원자단위 제어 분야와 거시적 표면
개질 및 특성 향상의 연구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 원자제어기반 물성 연구
- 유기물-유기물 접합구조의 전자구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유기물/무기
물, 유기물/유기물 접합구조 연구 분야에서는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아직
까지 생체 활동의 물리적 원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며, 유기물과의 접합구조에서 생체 반
응 및 화학적 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단기비전 (~2023)
⚫ 원자제어기반 물성 연구
- 나노구조체 (Superlattice, Hybrid materials, Nanocomposite, Core-Shell materials)를
인공적으로 제작하여 그 표면 및 계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이용해 신개념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표면기능성 향상 연구
-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에너지 소비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십년간 마찰을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그 효율이 크
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최근 선체 표면을 초소수 표면으로 개질하여 마찰을 줄
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자원 절감 효과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 표면기능성 향상 연구
- 플라즈마 처리 혹은 자외선 처리를 통해 코팅 재료의 표면을 개질하여 표면의 기능성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한다. 또한, 표면 개질에 따른 고체/액체 시스템의 계면에서의 미시적 메커니즘 분석은
향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기술 연구

⚫ 분석기술 연구
- 물질의 격자 상수와 비슷한 파장을 가지는 X-선을 이용한, X-선 분석기술은 표면에 존
재하는 원자의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
한 분석 방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측정에 사용되는 시편의 준비가 까다롭고 측정 가
용한 장비가 한정적이다. 측정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측정기술
이 쉽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저에너지 전자 현미경은 표면에 매우 민감한 분석방법으로 이차원 소재, 단일 구조 층
등 저차원 구조체의 구조 분석에 효과적인 분석 기술이다. 최근 이 기술은 단순한 구조 분
석을 넘어 방출되는 전자의 에너지를 분해하거나 조사하는 빛의 편광 특성을 이용하여 소재
의 화학적, 자기적 구조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저에너지 전자
현미경은 나노미터 수준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 국소영역의 이차원 매핑이 가능하며, 다양
한 분야에서 저에너지 전자 현미경 분석 기술은 측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여 표면 물성 분석
의 영역을 점차 넓힐 전망이다.

3. 중기비전 (~2028)
⚫원자제어기반 물성 연구
- 미래 새로운 기능성 소자의 개발을 위하여 고체/고체 접합 구조를 넘어 고체/젤, 고체/
액체 접합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젤 및 액체는 변형이 자유롭고 밀도가 낮다
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쉽게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상용화된 소자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액체와 접합된 구조의 계면에서는 고체/고체 계에서 나타날 수 없는 특이한 물성
을 나타낸다. 향후 전형적인 고체/고체 계면을 떠나, 새로운 형태의 계면구조 기반의 소자의
개발이 다양하게 시도될 전망이다.
⚫표면기능성 향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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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드맵
⚫ 표면 및 계면 제어를 통한 다기능성 소재 연구
- 현재 기능성 소재 연구에 대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혔
으며,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소자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지만 아직까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새로운 소자의 상품화
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기능성 소자를 구현하려는 노력과 이를 사업화하는 것은 세계 나노소
자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표면 및 계면 분석 기술
- 표면연구에서는 이미 연구의 패러다임이 진화하고 있으며 뒤처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선진국의 수준을 뛰어넘어 나노 표면, 계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6. 투자현황
최근 빅데이터 기반 사물 인터넷 환경, 자율 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헬스케어, VR/AR, 스마
트 홈, 스마트 공장 등의 도래로 대량의 데이터 소비와 서버 및 저장메모리 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메모리 카드, 디지털 카메라, 음성/영상 저장장치 및 대용량
SSD 사용 증가로 비 휘발성 저장장치인 NAND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4
차 산업 산업 도래에 따른 데이터 저장, 센서 및 green energy 관련 소자들의 급증과 지속
적인 소자크기 감소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 및 소자의 표면/계면에 대한 연구의 중
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7. 시급한 추진분야 또는 연구주제
⚫ 나노구조물의 새로운 물리학
- 현재 전자소자가 공공시설, 개인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었으며, 정보처리능력이 향상되
고 있어 앞으로 인간의 편의성이 추구되는 방향으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정보처리속도의 향상, 정보의 고집적화, 전력효율 증대의 목적에 기
인하여 크기를 축소시키고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소자의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2차원 물질,
나노튜브, 양자점 등 나노구조물에서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소자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차세대 소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나노구
조물에서 물리적 현상이 완벽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의 연구 추세에 발맞추
지 못하면 기술개발에 미진하게 되어 선도 기업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자소자
의 미래시장성을 고려하여 나노구조물 연구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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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나노공정 기술 분야

3.5 나노과학 및 바이오인터페이스
1. 개요
나노과학 및 바이오인터페이스 분과는 크게 나노소자, 나노소재, 나노공정, 나노분석, 나노에
너지 등의 나노과학 분야와 나노바이오 및 나노메디신 등의 바이오인터페이스 분야로 나누
어질 수 있으며, 두 분야에 대한 학술 분과의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진공기술은
특히 나노과학 및 바이오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초정밀성, 재현성, 청정
성, 대면적화 및 상용화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2. 단기비전
l 기술 전망: 고집적/저전력 중심의 나노 CMOS 기술, 신기능 소자 중심의 연산/기억 통합
형 모듈, 새로운 정보처리 기술
l 핵심 기술: 삼차원 CMOS 기반 프로세서 및 메모리 기술, 스핀, 기계적 스위칭, 멤리스터
소자기술, 고대역폭/고에너지 효율 정보처리 기술, 유연/프린팅 소자의 고성능/고신뢰성

l 나노소자 기술 분야

화 기술, 유연/프린팅 시스템 융합기술,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접목 기술
l 전략 제품: 삼차원 메모리 모듈 및 소자 기반 고성능 프로세서, 양자 컴퓨팅, 신경소자
기반 패턴인식 시스템, 오감 대체 스마트 칩, 종이 FPGA, 스마트 안경/시계, 웨어러블 컴
퓨터, 센서 임베디드 디스플레이 및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고성능 나노 반도체 소자 및
새로운 정보처리 기술
3. 중기비전
l 기술 전망: 형태자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인쇄공정을 통한 저가격화, Post-실리콘 그
래핀 소자 기술의 단위 소자 최적화 기술, 집적화 및 저전력화 진행
l 핵심 기술: 그래핀 품질 분석 기술, 회로 설계 기술, 무결함 그래핀 성장 및 전사 기술,
플렉서블 소자 기술, 인쇄전자 소재 및 소자 기술
l 전략 제품: 형태변형 스마트폰패드, 웨어러블 컴퓨팅용 단말기, 유연성/투명성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소자, 광학·생물·화학 센서 응용 Post-실리콘 나노소자
4. 장기비전
미래소자는 장기적으로 향후 3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융복합 기기로의 적용을 확대할

l 나노에너지 기술 분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선 외부의 환경을 인식하여 관측자 또는 시스템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신호 체계로 변환하는 정보소자인 나노 오감센서의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간친화형 나노소재 및 소자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로 다양한 형태의 센서 소자에 대한 관
심이 급증할 것이며, 자동차, 스마트폰, 로봇산업,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등으로 첨단 센서의
수요가 폭등할 것이다.
주변의 다양한 에너지원에서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추출하는 나노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전기에너지의 충전으로 제한되는 다양한 IT기기의 활동영역을 대폭 확
대함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사회 구축에 기간기술로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기술의 확립은 유비쿼터스 환경 속의 인간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IT 기기 사용을 통한 지적능력 및 오감능력 확대를 통해 전혀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
임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며,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리라 기
대된다.
5.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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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현황
l Micro/Nano-Mechatronics 기술 분야
⚫ 미국의 NNI 수립·이행은 세계적인 나노기술 연구개발 경쟁을 촉발시켰으며, NNI 보고서
들은 각국 나노기술 연구개발정책 수립의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에 수립된
NNI는 ‘나노크기에서 물질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기술 육
성 및 산업혁명 촉진’ 이라는 도전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26개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수행
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 구상이다. 이들 기관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나노기술의 발
견·개발 및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 유럽 연합의 나노기술 지원 정책(제 7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7 (2007~2013)을
통해 약 35억 유로가 나노기술 연구에 투자 되었으며 이 중 약 18억 유로가 나노기술 산업
분야에 투자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럽 연합의 나노기술 지원은 전체 지원 프레임워크 프
로그램의 18%를 차지하며 이 중 약 22%가 독일 나노기술에 지원하고 있다.
⚫ 향후 유럽 연합은 “Horizon 2020(8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2014~2020)”을 통해 1)
과학 기술의 탁월성 확보(Science excellence), 2) 산업 선도, 3)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 등을
목표로 나노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 기술 분야 및 기초 기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
성 하고자 한다. 특히 나노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첨단 소재, 생명 공학 및 생산 기술과 같
은 핵심 기술 분야를 지원하며 나노기술을 과학 및 산업 전반의 동력으로 파악하고 그에 상
응하는 지원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7. 시급한 추진분야 또는 연구주제
⚫뉴로몰픽 소자와 같은 저전력 컴퓨팅 시스템 구현에 적합한 나노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
- 현재 Digital CMOS 기반의 반도체 기술은 트랜지스터 크기 scaling의 한계, 전력소모,

l 바이오인터페이스 분야

발열 등으로 인해, 기술의 한계치에 접근하고 있어서, 정보기술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는, 고성능 반도체 소자를 더 낮은 전력소모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재료/구조/
아키텍쳐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미세 에너지원에서 전기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하베스팅 하는 원천
소자/소재 기술의 확립:
- 본 나노에너지 분야의 연구의 원천기술은 다양한 에너지원 - 마찰전기, 포유전기,
Piezoelectric, 열전, 자연상의 물흐름 및 반복적인 인간운동 등-에서 고효율, 고출력을 하베
스팅하는 기술로서, 먼저 이러한 각각의 에너지원에서 효율적으로 안정성과 연속성을 갖고
에너지를 하베스팅하는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응용성 확대 및 다원적
에너지원에서 하베스팅하는 융복합 소자의 구성이 가능함으로 먼저 다양한 미세 에너지원에
서 전기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하베스팅 하는 원천 소자/소재 기술의 확립이 시
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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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보완적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파악하는 분야에 연구가 필요하다.

3.6 플라즈마

4. 장기비전

1. 개요
저온 플라즈마와 이를 활용한 기술은 다양하고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분야이다. 플라즈
마 변수들은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범위의 크기를 가지며, 산업 생산부터 일
상 생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보통의 물리적 현상이 몇 가지의 적용으로
충분한 것과 달리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분야는 세부 적용분야에 따라서 범위와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큰 도전이 필요한 숙련도를 요구하는 학제적 분야가
된다. 저온 플라즈마의 적용과 이해를 위해서는 전자기학, 유체역학, 열전달, 통계물리, 열역
학, 원자분자물리학, 화학, 표면과학, 물질과학, 화학공학, 생물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융합적

Plasma modeling & simulation, Diagnostics, Database 부분은 플라즈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의 물리적 현상을 고려(multi-physics simulations)하고, 이를 DB 및 진단과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직접 새로운 도구들을 개발(simulation code, diagnostics tools,
verified DB)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한 결과를 application 형태로 보급하여 활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
5. 로드맵

인 학문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플라즈마는 다양한 학문들과 융합하여 미세소자 산업, 바이오
산업, 농·식품 산업에 까지 응용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기초과학과 공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제적 산업적 파급효과를 올리
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단기비전
20세기 초반에는 저온 플라즈마 소스가 통상 저압의 공정용 플라즈마 소스로 대표되었
고, 이는 향후 의료용 플라즈마 및 액체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시스템 등으로 급속히 발전함
으로써 플라즈마 소스의 개발과 적용분야가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플라즈마 소스의 특성
및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에 대해 전통적인 방법과 다른 시각이 필요한 경우
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개발되는 플라즈마 소스의 형태에 따라서 (1) spatial scale
(예를 들어 microplasma, ~10s cm size plasma, ~m size plasma) (2) temporal scale(예를
들어 ns pulsed plasma) (3) plasma medium(예를 들어 solution plasma) (4) system of
plasma sources (예를 들어 1개의 source, 여러 개의 sources)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구분과 별개로 어떠한 특성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1) 광학적 성질 (2) 전기
적 성질 (3) 유전체적 성질 (4) 화학적 성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플라즈마 소스 부분은
단기적으로 산업의 수요가 큰 미세소자, 의료, 환경, 농·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단

6. 시급한 추진분야 또는 연구주제

기적 수요에 맞는 플라즈마 소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저온 플라즈마 소스, 진단, 공정, 시뮬레이션의 통합적 연구 개발을 위한 시스템
3. 중기비전

최근 상압 저온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UV와 화학적 활성종들을 이용한 체내 조직 분해

지난 몇 년간 플라즈마-액체 상호 작용은 환경 개선, 소독, 보다 최근에는 의학 및 농업

처리, 피부 및 혈관 표면 처리등의 Bio 응용에 플라즈마 활용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

응용 분야에서 유망한 응용의 맥락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얻었다. 특히, 기체에서 액체상으로

러한 플라즈마에서는 처리 대상 외의 생체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

의 반응성 전달은 이러한 모든 응용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스와 비교하여 1000배 이상

며, 이 조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처리 목표 대상에 따른 플라즈마 특성, 즉 선택적 생성종 제

높은 액체 밀도는 가스를 이용한 플라즈마에서의 충돌에 비해 다중 충돌 프로세스의 중요성

어와 플라즈마 온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을 증가시킨다. 높은 충돌 주파수는 spatial gradients를 갖는 subnano 초의 시간 스케일에
서 discharge dynamics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액체속 기포내의 discharge는 방전영역이
동적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전기적으로 생성된 플라즈마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액체에서 레
이저로 생성된 플라즈마 또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Bio, Food & Agricultural plasma의 연구를 위한 통합 시스템
Food 및 농업에서의 플라즈마 응용의 경우 과거에 비해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

diagnostics 및 모델링의 필요성

다. 하나의 예로써, 안전하게 생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화학적 방제인 농

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춘 방법 또한 최근 발전되고 있다. 액체와 버블에서의 방전 특성

약은 이제 빼 놓을 수 없는 수단이 되었는데,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된 농약은 살포 후 화합

에 대한 현재 지식은 이미징, 방출 분광학 및 모델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알려져 있는 부

물이 분해되어 제 역할을 하지만 농산물 중 잔류되는 경우가 있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분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전은 종종 많은 응용 지향적 연구에서 블랙 박스로 간주

안전 불감증을 야기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식품 살균 및

된다. 미지의 기체 조성 및 플라즈마 매개 변수를 갖는 높은 충돌 환경에서의 발광 분광학

잔류농약 저감을 위한 플라즈마 처리 기술이 유망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 한계를 고려할 때, 극도로 까다롭지만 더 큰 set of diagnostics의 구현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Plasma modeling & simulation, Diagnostics, Database 부분은 플라즈마 모델링에
서 필요한 물리적 현상을 고려(multi-physics simulations)하고, 이를 DB 및 진단과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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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맺음말
한국진공학회는 1991년에 설립된 이후, 2016년도에 4반세기 25주년을 맞이하였고, 이제
새로운 4반세기를 향해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그 동안 회원, 학술지, 학술대회 규모,
국제화 등에서 중견학회로 진입할 만큼 질적/양적으로 성장해왔다.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때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2048년까지 향후 30년에 대한 진공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반가운 일이다.
진공 기술은 응용 표면 과학, 바이오 인터페이스, 전자 재료, 나노 미터 구조, 플라즈마
과학, 표면 공학, 표면 과학, 박막 및 진공 과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기술이다. 특히 21세기 전자산업의 발전 속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등의 다양한 광/전자 소자들과 함께 이들의 생산을 위한 진공기술의 꾸준한 발전도
요구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담은 진공기술 로드맵은 위와 같은 시대적 환경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따라서 시대적 환경이 변할 경우, 그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진공학
회 설립목적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진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주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의 보완/수정도 주기적/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공기술 로드맵은 학회에서 운영하는 6개 분과, 즉 진공기술분과, 표면 및 계면과학분과,
플라즈마 및 디스플레이분과, 반도체 및 박막분과, 나노과학 및 바이오인터페이스 분과,

에

너지 기술분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6개의 분과중 진공기술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분과들
은 단순히 한국진공학회뿐만 아니라 한국물리학회, 한국표면공학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
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등 타 학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로드맵의 일부 내용은 타 학회의 로드맵과 일부 중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비록
분야가 비슷하더라도 한국진공학회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로드맵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진공학회는 물리, 수학 등과 같이 단일 학제가 아닌 물리, 재료, 화학, 전자공학 등
과 같이 다학제로 구성된 학회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로드맵이 각 학술분과별로 작성되었
다면, 향후에는 한국진공학회의 다학제적 특성에 따라 학술분과간 융합하는 로드맵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한국진공학회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로드맵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한편으로, 본 보고서에 작성된 한국진공학회 로드맵은 학회 자체의 로드맵이기도 하지만
한국물리학회 등 유사 학회의 로드맵과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 큰 그림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기준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관련학회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총연합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관심, 제도, 자원 등을 아낌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짧은 시간에 한국진공학회 로드맵 작성을 위해 시간과 열정을 헌신적으로 제공하신
한국진공학회 운영위원 및 학술분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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