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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ASCOF 회원 여러분,
프랑스 한인과학기술협회 회장 김준범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운 날씨속에 회원님
들과 가족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을 훌쩍 넘어 8월에 들어서
는 시점입니다. 올해 초에 프랑스과협 회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꼭 프랑스과협 소식지를
일년에 2회정도 출간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2019년 1호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프랑스과협에서는 2014년도에 4편의 소식지
가 발간되고 나서는 소식지 발간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과협 홈페이지를 통해
서도 많은 소식들과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협회와 회원들의 소식을 간편하게 일람할 수 있는 소식지를 발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과협 소식지에는 과협의 새로운 뉴스, 학술대회, 지역
모임, 회원동정 (박사학위, 출산, 새로운 회원소개, 한국으로 귀국 등), 회원칼럼 등의 내
용을 넣어서 알차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2019년 1호 소식지에는 2019년 춘계
학술대회 및 감사선출, 지역회소식,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은 3명의 회원들에 대한 소식
과 학위논문초록을 실어서 출간을 합니다.
앞으로도 프랑스과협 소식지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운 소식이나 나누고
싶은 소식들을 알려주시면 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고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한인과학기술협회 회장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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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 학술대회 및 감사 선출
학술프로그램

프랑스 한인 과학기술협회의 연내 가장 큰 행사인 춘계 학술대회가 4월 20 ~ 22일에
Lyon 인근 Ecully의 Valpré-Lyon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본 행사에는 20여건의 전공별 주
제 발표 및 포스터 세션과 더불어 한-프랑스 협력 관계 및 해외 과학기술자 지원 프로
그램,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외부 인사로 최종문 주불 대한민국 대사가 “Korea and France: the way forward”라는 주
제로 130년을 맞은 한-프랑스 관계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 주었고, OECD
EDRC(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의 Vice Chairman인 Henrik
Thomasen이 “Korea enconom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를 주제로 흥미로운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UNIST의 박갑동 박사가 정출연학연협력기반(석박사인재양성활성화)에
대해 소개해 주었고, 베를린 KEIT(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한
국산업기술평가원)의 전준표 박사가 “2019 년기술개발사업 및 산업부 주요정책”을, 브
뤼셀 Korea-EU Research Centre의 김면중 박사가 “한국 유럽연합 연구중심의 기능과 역
할및 해외연구자지원 안내” 등의 발표로 유럽과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인 과학기술자
들이 참고할 만한 연구 외적인 정보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한인 과학기술자협회(AKCSE)의 김정우 회장님이 AKCSE 활동과 한-캐
나다 협력 관계를 소개해 주시고, 터키에서 하두영, H.S. Lim, N. Kenar 박사, 스페인 바
르셀로나에서 김진욱, 김경헌, 박정수 박사, 네덜란드 과협회장 조형실 박사 등이 참석
하여 국제적인 학술대회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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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프로그램 및 네

21일 오후에는 회원 가족들과 함께 Lyon 북쪽 Beajolais 지역의 Bagnols 이라는 마을을

트워킹

방문하였습니다. 와인 생산과 함께 석공과 타일 제작자들의 마을로서도 유명한 이 마을
의 Cave에서 보졸레 와인의 향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푸짐한
경품과 함께 진행된 가족 프로그램으로 아이들도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고, 늦 늦
은 시간까지 회원들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 선출

정광희 교수님 추천으로 장현식 박사님이 단독 입후보, 참석자 중에서 12명 정회원의
찬성으로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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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 소식
그르노블 지역모임 &

그르노블 지역회는 3월 29일에 지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16인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

아웃도어 스포츠를 통

서는 새로이 Grenoble Spin Tech에 포닥으로 오신 안경모 회원님이 신입 회원으로 참석

한 친목 활동

해 주셨습니다.
⚫

참석인원: 곽원철, 김영수, 김영진, 김영필, 김융희, 박제준, 박형진, 신진화, 이
경화, 이선재, 이종민, 장평화, 정준택, 주혜자, Guy Vitrant, 안경모

아래 세가지 주제에 대해 간단한 세미나를 진행한 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친목을 도
모하였습니다.
⚫

김융희: Introduction and Nuclear physics of ILL

⚫

김영진: Introduction to my research themes in LMGP

⚫

김영수: Machanical and chemical exfoliation of MAX single crystal

프렌치 알프스의 수도로서 196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이자 아웃도어 스포츠의 천
국인 그르노블 지역회는 학술 활동 뿐 아니라 봄가을에는 농구, 싸이클, 하이킹, 겨
울에는 스키 등으로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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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방스 현황 및 지

엑상 프로방스 지역에서는 4월 4

역모임

일에 지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현
재 마르세유, 엑상프로방스 등 지
역에 약 50명 이상의 한인 과학기
술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International

있으며,

ITER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열핵융
합실험로), Aix-Marseille Université,
CNRS, CEA-Cadarache 등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하반
기 이후 ITER 국제기구에

새로운 한국 직원들이 합류하여 ASCOF 회원으로 가입하였으

며, 원자력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산업공학, 화학공학 등 다양한 공학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망라하고 있슴니다. 프로방스 지역회에서는 Aix-Marseille 대학, CEA-Cadarache
박사과정 (Plasma Physics, Marine Organism, Chemistry), CEA-Cadarache, CNRS-IMM 내
Post. Doc. (Plasma Physics, Neuroscience) 등

젊은 한인 과학기술자들과 접촉 중이며 이

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및 지원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리옹 지역모임

리옹 지역회는 4월 9일에 5명의 회원(한
우석, 이성은, 윤승욱, 손서윤, 김보람)이
함께 모여 식사와 함께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은 Saint
Etienne에 교환학생으로 오신 신입회원
손서윤 님을 환영하는 자리를 겸했습니
다.

바르셀로나 지부 최초

프랑스 한인 과학기술협회의 지회인

지역모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은 7월 6일
에 처음으로 지역 모임을 가졌습니
다. 5명의 회원(박혁, 김진욱, 박정수,
박순일, 김경헌)이 함께 한 이 모임
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기타
카탈루냐 지역 회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습
니다.

5 / 11 ASCOF Newsletter

Association des Scientifiques Coréens en France

회원 동정
그르노블 신진화, 이경

그르노블 지역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의 회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화 박형진 회원 박사
학위 취득

첫 테이프는 3월 19일에 신진화 회원이 끊었습니다. CNRS, Univ. Grenoble-Alpes, Institut
des Géosciences de l’Environnement (IGE)에서 기후 변화와 대기 속 탄소 농도의 역사를
연구하던 (논문 제목 : Millennial-scale atmospheric CO2 variations during the Marine
Isotope Stage 6, 첨부된 논문 초록 참조) 신진화 박사는 그동안 ”지구의 과거가 궁금한
과학도”로서 스스로를 규정해 왔는데요. 이제 학위를 취득하였으니 “지구의 과거를 밝
혀 내는 과학자”가 되는 것을 1차 목표로, 정직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의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과거 기후 데이터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올 여름 ASCOF 회원 모두를 힘들게 한 유럽 이상 고온 현상으로 기
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진화 회원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7월 10일에는 Minatec에서 두 명의 박사가 탄생했습니다.
먼저 이경화 회원은 “Investigation of electrostatic doping devices and applications in FDSOI technologies”를 주제로 Université Grenoble Alpes, Grenoble INP (Minatec), IMEPLAHC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경화 박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디바이스 연구
팀으로 입사를 하게 되어 박사 학위 중 연구하던 메모리 소자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위 과정 때 보다는 좀 더 현재 산업에 가까운 연구 또는 차세대 메
모리 개발에 주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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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형진 회원은 “Dispositifs Innovants de la Technologie FD-SOI”를 주제로
Communaute Universite Grenoble Alpes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르노블 지역
회의 큰 형님 역할을 맡아 주시던 박형진 박사는 8.19 이후 SK Hynix에 복귀하여 미래
기술연구원에서 박사과정 연구주제와 연관된 제안서를 (4.5F2 DRAM cell scheme based
on SOI technology) 임원진에게 보고하려고 합니다. 해당 제안서에는 비 수도권(구미지
역)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제안과 DRAM 제조원가 절감에 대한 기술적인 내
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기술개발이 실행이 될 경우 그르노블의 SOITEC(그르
노블 지역회원 김영필 박사 근무 중)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FDSOI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 New 4.5F2 DRAM 개발 및 양산이라는 목표
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
다.
박형진 박사는 개인적인 소망으로 SK Hynix에서 임원직책으로 은퇴한 이후 그르노블에
있는 연구기관 혹은 유관기업으로 인생의 제 2막을 도전하는 것이 15년 후의 모습이면
좋겠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지난 4
년간의 그르노블 생활을 돌아보며 문득 떠오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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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원

박사,

프랑스

과학재단 (ANR) 과제
선정

스트라스부르의 서혜원 박사가 프랑스 과학재단(Agence National de la Recherche: ANR)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과제명:

Human4D:

Acquisition,

Analyse et Synthèse de la Forme du
Corps Humain en Mouvement
⚫

총연구비: 694.7Keuros
아울러 내년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 국제 학회가 개
최되며, 서혜원 박사와 함께 남편 Frederic Cordier (Univ. Haute Alsace 교
수) 회원이 공동학회장(Conference chair)으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
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학회명: Solid and Physical Modeling 2020 (6월 2-4일)

(첨부) 박사 학위 논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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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nnial-scale atmospheric CO2 variations during the Marine Isotope Stage 6
신진화 (Shin, Jinhwa)
CNRS, Univ. Grenoble-Alpes, Institut des Géosciences de l’Environnement (IGE), Grenoble, France
Résumé
Le dioxyde de carbone est le second gaz à effet de serre le plus abondant dans l’atmosphère après la vapeur d’eau. A cause de
l’augmentation continue des concentrations de dioxyde de carbone atmosphérique due aux activités humaines depuis la révolution industrielle, prédire
les changements futurs du climat et des écosystèmes est de première importance. Cependant, les prédictions exactes du climat futur sont limitées du
fait des incertitudes dans les estimations d’émissions de carbone et du fait d’une connaissance imparfaite des rétroactions climat / cycle du carbone
(Friedlingstein et al., 2006). En général, le CO2 atmosphérique est contrôlé par les échanges gazeux avec les réservoirs océaniques et les stocks de
carbone terrestre (Ahn and Brook, 2014; Bereiter, 2012; Landais et al., 2013). Cependant, du fait de caractéristiques différentes des réservoirs, les échelles
de temps des échanges gazeux entre l’atmosphère et les stocks océaniques et terrestres sont différentes. Notre compréhension des mécanismes exacts
du cycle du carbone est encore limitée, spécialement sur les échelles de temps longues.
L’objectif principal de cette thèse était de comprendre la variabilité millénaire du CO2 atmosphérique durant le stade isotopique marin 6 (Marine Isotope
Stage 6, MIS 6), l’avant dernière période glaciaire (185-135 ka BP). Durant la première partie de la période MIS 6 (185-160 ka BP), 6 oscillations
climatiques millénaires peuvent être observées dans des indicateurs de la température antarctique, du phénomène de bascule bipolaire dans la région
Atlantique Nord et de l’intensité des moussons des basses latitudes. Un cycle hydrologique intensifié et des vêlages d’iceberg dans l’Atlantique Nord
pourraient avoir impacté la circulation atlantique méridionale de retournement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AMOC) durant MIS 6
(Margari et al., 2010). La reconstruction de CO2 atmosphérique à partir des carottes antarctiques peut fournir des informations clés sur le lien entre
CO2 atmosphérique et variabilité climatique millénaire. Cependant, les enregistrements existants du CO2 à partir de la carotte de glace de Vostok ne
montrent pas de variabilité millénaire du fait de trop mauvaises résolution et précision.
Pour comprendre la variabilité du CO2 atmosphérique pendant MIS 6, une précision meilleure que 2 ppm est nécessaire, parce qu’il y a la possibilité
d’observer des variations de CO2 de moins de 5 ppm pendant les plus petits événements isotopiques maximums en Antarctique (Antarctic Isotope
Maxima, AIM) comme observés durant la dernière période glaciaire (Ahn and Brook, 2014; Bereiter et al., 2012). Pendant la première année de cette
thèse, nous avons amélioré la précision de la méthode d’extraction existante, menant à une reproductibilité des mesures d’environ 1 ppm (1σ) lorsqu’elle
est couplée avec l’analyse chromatographique des gaz (gas chromatography, GC). Cependant, en utilisant le broyeur à billes, quelques morceaux de
glace relativement gros (visibles à l’oeil nu) subsistent, ce qui montre que l’efficacité de l’extraction n’est pas optimale. C’est pourquoi nous avons
développé un nouvel instrument appelé « système de broyage par anneaux » pour améliorer l’efficacité de l’extraction de l’air en utilisant des anneaux
métalliques. Cependant, la précision du système de broyage par anneaux est 2 ppm, ce qui est moins bon que le système de broyage par billes. Nous
avons donc choisi le système de broyage par billes pour reconstruire les données de CO2 atmosphérique.
Pour examiner comment le CO2 atmosphérique est lié avec le changement climatique sur les échelles de temps millénaires pendant le MIS 6, nous
avons analysé 150 échantillons de CO2 atmosphérique obtenus à partir de la carotte EPICA Dome C (EDC) sur la période 189.4-135.4 ka BP. Une
oscillation mineure et 5 oscillations majeures du CO2 atmosphérique pendant la première partie de la période du MIS 6 (189-160 ka BP) ont été
découvertes. Cette variabilité est très liée avec la température antarctique. Pendant les périodes stadiales courtes dans l’Atlantique Nord, les variations
de CO2 atmosphérique sont négligeables et découplées avec la variabilité de la température antarctique. Durant ces périodes, la force de l’upwelling
dans l’océan austral pourrait ne par être suffisante pour impacter le CO2 atmosphérique. De plus, 2 modes de variations du CO2 sont présentes pendant
la période du MIS 6. Le maximum de dioxyde de carbone 6 (carbon dioxide maxima 6, CDM 6) suit le réchauffement rapide de l’hémisphère Nord de
seulement 100±360 ans, alors que les retards pour les CDM 3 et 4 sont bien plus longs, 1 100±280 ans en moyenne. Ces deux modes de variation du
CO2 pourraient être liés à un changement de mode de l’AMOC de la première partie du MIS 6 au MIS 6.5. Ces deux phénomènes sont aussi observés
pendant la dernière période glaciaire. Cependant, les données disponibles permettent seulement une discussion exploratoire des mécanismes
responsables de la variabilité du CO2 pendant MIS 6. Comme les conditions aux limites de la dernière période glaciaire ne peuvent pas être appliquées
au MIS 6, des données supplémentaires et des études par modélisation du MIS 6 sont nécess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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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electrostatic doping devices and applications in FD-SOI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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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lly Depleted SOI (FD-SOI) is an excellent alternative of conventional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CMOS) technology which is lead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FD-SOI offers low-power consumption and improved
electrostatic control for MOS transistors even in very advanced nodes (14 nm and 28 nm). FD-SOI transistors feature
nanometer thickness and length which bring rather particular operation mechanisms and characteristics. This work
describes the state-of-the-art and assets of FD-SOI components. The Hocus-Pocus (HP) diode is one example of the
innovative devices made possible by the unrivaled flexibility of FD-SOI technology. By modifying the type of
electrostatic doping, N or P, a single device can be reconfigured as a virtual P-N diode, a virtual Esaki diode, a semivirtual diode, a P-I-N diode, a TFET or a band-modulation FET. Each configuration works as a physically doped device
with peculiar behavior induced by the dynamic change of doping concentration. Original applications such as lifetime
extraction and virtual Esaki diode are explored. The Z2-FET (Zero subthreshold slope and Zero impact ionization) is a
striking application of HP diode thanks to attractive characteristics (sharp switch, low leakage current, adjustable
triggering voltage and high current ratio ION/IOFF). In this work, we focus on a capacitorles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1T-DRAM) and a fast logic switch. The DC and transient operation mechanisms as well as the device
performance are investigated in detail with TCAD simulations and validated with systematic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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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Innovative FDSOI Devices an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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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hD work is to investigate the fundamentals of floating body effects (FBEs) in recent
generations of ultrathin FDSOI devices. Several FBEs, (i) kink effect, (ii) gate-induced FBE, (iii) parasitic bipolar transistor,
(iv) sharp switching, (v) current hysteresis, and (vi) transient and history effect (MSD), are scrutinized in terms of
interaction between holes and electrons in ultrathin transistor body. The key point is that in an n-channel SOI MOSFET
the FBEs are originated from the interplay of the excess holes which are either being stored or eliminat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FBEs, the body potential Vb has measured directly in H-gate body contact n-MOSFETs. The dynamic
Vb variation has also been monitored successfully thanks to lateral P+ body contacts extended into the undopedsilicon film underneath the front-gate.
Through the measurements of Vb, there are three major findings highlighted for the first time: (i) correlation between
the onset of the FBEs and the Vb variation, (ii) new experimental evidence of super-coupling effect observed while the
surface potential is changed from depletion to volume inversion, (iii) establishment of a new technique for extracting
threshold voltage VT compared with the typical methods based on the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Finally, innovative FDSOI devices such as back-gated InGaAs lateral N+NN+ MOSFET, and Z2-FET sensors, are
characterized. We demonstrate the basic performance of the InGaAs-on-Insulator substrate by using Ψ-MOSFET
technique. Sensing features of the Z2-FET are investigated under magnetic field or ill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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