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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for enhancing the breakdown voltage of MHEMTs with an InP-etchstop layer. Gate-recess structures has

been simulated and analyzed for the breakdown of the devices with the InP-etchstop layer. The fully removed recess

structure in the drain side of MHEMT shows that the breakdown voltage enhances from 2V to almost 4V and that the

saturation current at gate voltage of 0V is reduced from 90mA to 60mA at drain voltage of 2V. This is because the electron-

captured negatively fixed charges at the drain-side interface between the InAlAs barrier layer and the Si3N4 passivation

layer deplete the InGaAs channel layer more and thus decreases the electron current passing the channel layer. In the

paper, the fully-recessed asymmetric gate-recess structure at the drain side shows the on-breakdown voltage enhancement

from 2V to 4V in the MHE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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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0 GHz에서 3 THz 이르는 밀리미터파 및 서브-밀

리미터파 주파수 대역은 현재의 무선통신 및 미래의

광대역 무선 통신의 매체가 되는 소중한 주파수 자원

이며, 새로운 융합 응용 가능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이

다. 차세대 밀리미터파 통신 분야 및 이동 통신 분야에

서 기술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줄이고 도약을 이

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신 시스템을 위한 핵심 소자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주파수 대역용 InP 기반 HEMT 소자는 우수

한 주파수 특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소자의 가장 큰 문제로 아직은 비용이

GaAs 기반 소자에 비해 비싸며, 4인치 이상의 에피 웨

이퍼 생산이 어렵고, 제작 시 깨지기 쉬워 취급하기 어

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InP

에피구조를 GaAs기판 위에 성장시킨 MHEMT

(Metamorphic HEMT)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많

이 시도되고 진행되어 왔으며 위에서 언급한 InP 기반

MIMIC제작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난 주파수

특성을 갖는 HEMT 소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1-2].

본 연구는 100 GHz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전력증폭

용 MHEMT 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이

미 제작된 InAlAs/InGaAs/GaAs MHEMT소자의DC/

RF 특성에 대해 ISE사의 DESSIS소자 시뮬레이터의 2

차원 hydrodynamic 전송 모델을 이용한 파라미터 보

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는

파라미터 보정 결과를 얻었다[3-5]. 이러한 보정된 시

뮬레이션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InP 식각정지층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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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새로이 설계한 에피구조에 대한 DC/RF특성을

예측하여 에피구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InP 에피층의

정확한 물성 파라미터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발표

된 문헌들을 참조하여 중요한 물질 파라미터들(충돌

이온화 계수, 도핑 농도에 따른 이동도 감소 파라미터,

표동 속도 포화 파라미터)을 재설정하였다[5-8].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제안된 InP 식각정지

층(Etch-stop layer)을 갖는 에피구조에서 낮은 항복 전

압을 개선하기 위해 게이트 리세스(recess) 구조를 변

경하여 항복 전압을 시뮬레이션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2. MHEMT 소자의 게이트 리세스 구조에 

따른 항복 전압 시뮬레이션

일반적으로HEMT 소자의 주파수 특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게이트 풋 길이와 채널과 게이트 간 거리를 감

소시키면 전달 전도도가 향상 되어 차단주파수(cutoff

frequency: fT)가 향상된다. fT가 향상되어 최대공진주

파수(maximum oscillation frequency: fmax)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력증폭기용 전력소자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가능한 최대공진주파수가 차단 주파수 보다 커

야 전력 소자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력 레벨을 올

리기 위해 소자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면 주파수 특성

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에 따른 낮은 항복

전압(보통 2 V이하)때문에 100 GHz 이상의 전력 소자

HEMT에서는 중간 전력 소자로도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전 연구 논문에서 이러한 100 nm게이트의 전력

소자용 주파수 충족 조건을 만족하는 Fig. 1과 같은 에

피구조를 설계하였다[8]. Fig. 1의 에피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DC/RF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7 nm InAlAs

장벽층 및 10 nm InGaAs 채널층 감소에 따른 양자화

효과 고려 및 그에 따른 표면 효과 개선을 위해 6 nm

InP 식각정지층 삽입을 통해 에피구조를 최적화 설계

하였다. InGaAs 채널층 두께에 따른 에너지 갭 양자화

효과 및 InP 식각정지층 삽입에 의한 표면 효과가 개

선됨을 보였다. 설계된 에피구조에서는 전달전도도 gm

향상으로 인해 항복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단 주

파수는 222.5 GHz, 최대 공진 주파수 849.6 GHz로 향상

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였으며 중심 주파수100 GHz

대역의 전력증폭기용 전력 소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8]. 

또한 정확한 항복 특성 예측하기 위해 InP 에피층의

도핑에 따른 이동도 감소 모델 파라미터 및 충돌 이온

화 모델 계수, 그리고 표동 속도 포화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파라미터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력 소

자로서 높은 전력 출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소자의 출

력 전력을 제한하는 낮은 항복 전압을 높이는 것이 필

수적이다. 이를 신뢰성 있게 예측 적용하기 위해서는

InP 에피층 시뮬레이션 디폴트 값의 타당성 검증 및 참

고 문헌을 토대로 비교적 타당성 있는 충돌 이온화 모

델 파라미터를 보정하였다[8]. 

Fig. 1의 에피구조 및 좁은 게이트 리세스 구조에서

는 Idss@2V = 0.1A 정도였고 On-항복 전압은 2 V 정

도였다. 좁은 게이트 리세스 구조는 표면 효과를 줄여

드레인 및 소스 저항을 줄여 채널층 전류를 증가시키

게 되므로 전력 레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류

증가에 따른 드레인 측 애벌런치 항복에 의한 낮은 항

복 전압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낮은On-항복 전압을 개선하

기 위해 게이트 리세스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표면 효

과에 따른 DC 특성 및 항복 전압을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2.1. 게이트 리세스 구조에 따른 표면효과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표면효과는Si3N4 패시베이

션층이 증착되므로 계면효과라 할 수 있으나 본 논문

에서는 표면 효과로 논의하겠다. 

Fig. 1. The designed gate-recess structure and epitaxial

structure of a MH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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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리세스 구조에서 패시베이션층과 계면을 이

루게 되는 표면은 표면의 거칠기와 표면 응력에 의한

표면 이동도 감소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러한

표면에 전자를 포획하는 억셉터형 트랩이 형성되어 음

의 고정 전하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는 채널의 공핍을

야기하여 채널을 통과하는 전자 전류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난다. 

Fig. 2와 같은 구조는 Fig. 1의 구조에 비해   소스

및 드레인 저항을 증가시켜 소스나 드레인 측의 채널

전류를 줄이게 되므로 채널 전류를 줄여 드레인 측에

나타나는 애벌런치 항복을 줄이게 되므로 항복 전압을

개선시킬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표면 효과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3.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분석

Fig. 1의 게이트 리세스 구조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와 Fig. 2의 게이트 구조에서 시뮬레이션결과를 비교하

였다. Fig. 2(a) 구조는 InGaAs 캡층을 모두 식각 제거

한 구조이고, Fig. 2(b)는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InGaAs 캡층 및 InP 식각정지층 만을 제거한 구조이다.

Fig. 2(a) 구조는 표면 효과로 인해 소스 및 드레인 저

항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구조이고, Fig. 2(b)의 비대칭

리세스 구조는 소스 저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드레인

측 표면 효과 때문에 드레인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

Fig. 2(b)의 구조는 소스 저항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전류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전달전도도를 감소시켜 주

파수 특성이 나빠지므로 소스 저항을 그대로 유지시키

면서 드레인 측 표면 효과로 인해 드레인 저항만 증가

하는 구조로 제안 적용하였다. 드레인 저항 증가로 전

Fig. 2. The gate-recess structures of a MHEMT; (a) Fully

removed InGaAs cap layer, (b) Fully removed

InGaAs cap layer and InP etch-stop layer at the

drain side as those of the source side remains.

Fig. 3. Compared simulation results in (a) wide-recess

structure at both source and drain sides and (b)

fully recessed structure at drain side only with

narrow-recess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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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전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감소분만큼

애벌런치 항복은 감소하리라 예상되어 항복 전압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Fig. 3은 Fig. 2의 구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Fig. 1

의 구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함께 비교해 나타내었

다. Fig. 3(a)는 Fig. 1의 Narrow-recess 구조와 Fig. 2(a)의

Wide-recess 구조를 비교한 결과 그림 인데 10nm

InGaAs 캡층을 제거 시에 커다란 전류 감소는 나타나

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항복 전압도 거의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6 nm의 InP 식각정지층이 충분히 표

면 효과를 제거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Fig. 3(b)는 Fig. 1의 구조와 비교했을 때 소스 저항

은 그래도 유지하고 드레인 저항만 증가시킨 구조로

급격한 전류 감소를 보여주었고 항복 전압도 2 V에서

대략 4 V 정도로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이는 Fig. 2(b)

에 보인 바와 같이 드레인 측의 7 nm InAlAs 장벽층

표면 트랩 포획 생성되는 음의 고정전하 효과로 인해

채널층이 공핍되면서 채널 전류가 감소하여 드레인 저

항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는 높은 드레인 전압에서 애벌런치 항복을 크게 감소

시켜 항복전압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InAlAs

장벽층의 에피 두께가 감소할수록 또한 표면 트랩 밀

도가 증가할수록 전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이다. 다만

InAlAs 계면에 형성되는 표면 트랩 밀도를 제작 공정

에서 균일한 트랩 밀도를 형성하도록 표면 처리 공정

을 개발해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표면에 균

일한 트랩 밀도를 형성시킬 수만 있다면 소자의 재현

성 및 소자 설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다.

Table 1에서는 Fig. 1의 구조(Narrow-recess structure)

와 Fig. 3(b)의 구조(Fully recessed structure @drain

side)에서 시뮬레이션한 DC/RF 특성을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Fig. 3(b)의 구조는 드레인

측의 표면 효과 증가로 Idss 전류가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fT 및 fmax가 감소하여 RF주파수 특성이 나빠졌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On-상태 항복 전압은 2 V에서

4 V로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100 GHz 대역의 RF 주파수 특성을 가지면서 높은

항복 전압 특성을 갖는 전력 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InP 식각정지층을 갖는 에피구조를 설계 제안하였고

기 제안된 에피구조에서 InGaAs 캡층과 InP 식각정지

층을 드레인 측만 식각 제거한 비대칭 리세스 구조

에서 Idss 전류가 30% 줄고, 최대 차단 주파수가

222.5 GHz에서 100 GHz로 RF 특성이 나빠졌지만 항

복 전압은 2 V에서 4 V로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

였다. 본 논문에서 보인 드레인 측만 비대칭적으로 리

세스한 구조의 소자는 fT ≥ fmax 조건을 만족시키는

100 GHz 대역의 전력 소자로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게이트 정전용량 Cg를 줄이기 위해 게이트 풋 부분

의 길이를 줄이는 수평 스케일링을 구현한다면 보다

향상된 RF 주파수 특성 및 항복 특성을 갖는 전력 소자

를 개발할 수 있는 최적화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

후에는 Sub-50 nm 게이트 수평 스케일링에 따른 문제

점 파악 연구를 진행하고, 더블-게이트 구조 및 복합

채널 구조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여 THz 대역 무선

통신 나노 전력소자 설계 및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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