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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for enhancing the breakdown voltage of MHEMTs with an InP-etchstop layer. The fully removed recess

structure in the drain side of MHEMT shows that the breakdown voltage enhances from 2 V to 4 V in the previous work.

This is because the surface effect at the drain side decreases the channel current and the impact ionization in the channel

at high drain voltage. In order to increase the breakdown voltage at the same asymmetric gate-recess structure, the InGaAs

channel structure is replaced with the InGaAs/InP composite channel in the simulation. The simulation results with

InGaAs/InP channel show that the breakdown voltage increases to 6V in the MHEMT as the current decreases. In this

paper, the simulation results for the InGaAs/InP channel are shown and analyzed for the InGaAs/InP composite channel

in the MH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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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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rphic HEMT)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시

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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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전 연구에서 제안된 InP 식각정지층(Etch-stop layer)

을 갖는 에피구조에서 낮은 항복 전압을 개선하기 위

해 소스 측은 그대로 유지하고 드레인 측만 식각 제거

한 게이트 리세스(recess) 구조로 변경하여 항복 전압

을 2V 정도에서4V까지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9]. 

InGaAs 채널층을 갖는 MHEMT 소자의 우수한 RF

특성에 비해 비교적 낮은 항복 전압으로 인해 전력소

자로서의 MHEMT 우수성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에 이어 MHEMT 소자의 항복

전압을 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 InGaAs 채널층을

InGaAs/InP 복합 채널 구조로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인 항복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RF 특성 변화를 보였다.

2. InGaAs/InP 복합 채널 구조를 갖는

MHEMT 소자 시뮬레이션

이전 연구에서 이러한 100 nm게이트의 전력 소자용

주파수 충족 조건을 만족하는 Fig. 1과 같은 10 nm

InGaAs 채널을 갖는 에피구조를 설계하였다[8]. 설계

된 에피구조에서는 전달전도도gm 향상으로 인해 항복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단 주파수는 222.5 GHz,

최대 공진 주파수 849.6 GHz로 향상된 시뮬레이션 결

과를 보였으며 중심 주파수100 GHz 대역의 HEMT소

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8]. 또한 정확한 항복 특

성 예측하기 위해InP 에피층의 도핑에 따른 이동도 감

소 모델 파라미터 및 충돌 이온화 모델 계수, 그리고

표동 속도 포화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파라미터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력 소자로서 높은 전력 출

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소자의 출력 전력을 제한하는

낮은 항복 전압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신뢰

성 있게 예측 적용하기 위해서는 InP 에피층 시뮬레이

션 디폴트 값의 타당성 검증 및 참고 문헌을 토대로 비

교적 타당성 있는 충돌 이온화 모델 파라미터를 보정

하였다[8]. 

Fig. 1의 구조와 비슷한 10 nm InGaAs 채널 에피구

조 및 좁은 게이트 리세스 구조에서는 Idss@2V=0.1A

정도였고 On-항복 전압은 2V 정도였다. 좁은 게이트

리세스 구조는 표면 효과를 줄여 드레인 및 소스 저항

을 줄이고 채널층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전력 레

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류 증가에 따른 드레

인 측 애벌런치 항복에 의한 2 V정도의 낮은 항복 전

압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표면 효과는Si3N4 보호층이

증착되므로 계면 효과라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표면 효과로 논의하겠다. 게이트 리세스 구조에서 보호

층과 계면을 이루게 되는 표면은 표면의 거칠기와 표

면 응력에 의한 표면 이동도 감소효과가 나타나게 되

고 또한 이러한 표면에 전자를 포획하는 억셉터형 트

랩이 형성되어 음의 고정 전하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

는 채널의 공핍을 야기하여 채널을 통과하는 채널 전

류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소스 및

드레인 저항을 증가시켜 채널 전류를 줄이게 되고 높

은 드레인 전압 하에서는 게이트를 중심으로 드레인

측에 나타나는 애벌런치 생성 전류를 줄여 항복 전압

을 개선시킬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표면 효과를 고려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항복전압이 2 V에서

4 V 로 개선되었음을 보였다[8].

Fig. 1에 보인 바와 같은 이전 연구의 에피구조 및

게이트 리세스 구조에서 항복전압을 보다 더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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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cture of a MH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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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10 nm InGaAs 채널층을 5 nm InGaAs/5 nm

InP 복합 채널 구조와 3 nm InGaAs/7 nm InP 복합 채

널 구조로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InGaAs/InP 복합 채널 구조는 높은 드레인 전압에서

채널 전류가 InP 채널층으로 흐르게 되어 InGaAs에

비해 InP 층의 낮은 이동도 및 충돌 이온화를 이용해

항복전압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채널 구조이다[5].

보다 정확한 InGaAs/InP복합 채널 구조의 시뮬레이

션을 위해서는 InGaAs 채널층 두께 감소에 의한 양자

효과(Quantum effect)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시뮬레이

션에서는 5 nm InGaAs/5 nm InP 복합 채널 구조에서

는 5 nm InGaAs 채널층의 에너지갭을 0.75 eV에서

0.85 eV로 변경하였고, 3 nm InGaAs/7 nm InP 복합 채

널 구조에서는 0.75eV에서 0.95 eV로 변경하여 InGaAs

채널 두께에 따른 양자화 효과를 모델링하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5].

3.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Fig. 1의 게이트 리세스 구조는 소스 저항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드레인 측 표면 효과로 인해 드레인 측

채널층에 공핍영역을 확대시켜 드레인 측 채널 전류를

감소시켜 드레인 측 내부 저항만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제안 적용하였다. 드레인 내부 저항 증가로 전체 채널

전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감소분만큼 충

돌 이온화 전류도 감소되므로 애벌런치 항복 전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이러한 게이트 리세

스 구조에 InGaAs/InP 복합 채널을 사용한다면 높은

드레인 전압에서 InP층의 낮은 이동도 및 충돌 이온화

전류로 인해 항복 전압을 보다 더 개선시킬 수 있는

Fig. 1의 게이트 리세스 구조 및 에피구조에 대해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2(a) 는 드레인 측만 식각 리세스된 게이트 구조

에서 10 nm InGaAs 채널층을 갖는 에피 구조와 5 nm

InGaAs/5 nm InP 복합 채널층을 갖는 에피 구조의 시

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예상한 대로 10 nm

InGaAs채널층이 5 nm로 줄었고 5 nm의 낮은 이동도

를 갖는 InP채널층으로 대체되어 소스 저항 및 드레인

저항 증가로 채널 전류는 더욱 감소되었고 이로 인한

항복 전압은 4 V에서 5 V로 증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Fig. 2(b) 에서는 InGaAs 채널층을 3 nm로 줄이고

7 nm InP 복합 채널로 변경하였을 때의 결과를 5 nm

InGaAs/5 nm InP 복합 채널층과 비교하여 나타낸 결

과 그림이다. InGaAs채널층 두께 감소로 인한 전류 감

소를 보여주었고 넓어진 7 nm InP의 영향으로 적은 이

동도에 기인한 채널 전류 및 그로 인한 충돌 이온화 전

류의 감소로 항복 전압이 5 V에서 6 V 정도로 향상됨

을 보여주었다. 

이는 드레인 측만 넓게 리세스한 게이트 구조에서는

결론적으로InAlAs 장벽층의 에피 두께가 감소할수록

또한 표면 트랩 밀도가 증가할수록 전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이다. 또한 InGaAs 채널 층 대신 InGaAs/InP

채널 구조로 변경하면 InGaAs채널층 두께가 감소할수

록 채널 전류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채널 전류 감소에 따른 충돌 이온화 전류의

생성이 보다 작아지게 되면서 애벌런치 항복 전압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InAlAs 계

Fig. 2. Compared simulation results (a) in 10 nm InGaAs

channel and 5 nm InGaAs/5 nm InP composite

channel, and (b) 3 nm InGaAs/7 nm InP composite

channel and 5 nm InGaAs/5 nm InP composit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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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형성되는 표면 트랩 밀도를 제작 공정에서 균일

한 트랩 밀도를 형성하도록 표면 처리 공정을 개발해

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표면에 균일한 트랩

밀도를 형성시킬 수만 있다면 소자의 재현성 및 소자

설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다.

Fig. 3(a) 에서는 InGaAs 채널층에 양자 효과를 고려

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

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InGaAs 채널층 두께

의 감소로 인해 채널층의 양자화 효과가 나타나며 이

로 인해 실제 에너지갭이 증가하게 되므로 채널 갇힘

이 적어져 채널 전류는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 3(b) 는 InGaAs/InP 복합 채널층에서 InP 채널

층의 충돌 이온화 생성 전류를 0으로 놓고 계산된 경

우와 비교한 결과 그림이다.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는

InGaAs/InP 복합 채널 층에서 충돌 이온화 생성 전류

를 고려한 경우로 도형이 있는 실선 결과보다는 전류

가 큼을 보여 주고 있다. 결과 그림을 통해서 예상한대

로 높은 드레인 전압 2.0 V이상에서 InP층으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InP층에서 충돌 이온

화 생성 전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Table 1에서는 Fig. 1의 게이트 리세스 구조와 InGaAs/

InP에피구조에서 시뮬레이션한 DC/RF 특성을 요약하

여 나타내었다. 

4. 결 론

100 GHz 대역의RF 주파수 특성을 가지면서 높은 항

복 전압 특성을 갖는 전력 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InP

식각정지층을 갖는 에피구조를 설계 제안하였고 기 제

안된 에피구조에서 InGaAs 캡층과 InP 식각정지층을

드레인 측만 식각 제거한 비대칭 리세스 구조에서

10 nm InGaAs 채널 구조를 3 nm InGaAs/7 nm InP 복

합 채널로 변경하여 항복 전압을 4 V에서 6 V로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Idss는 30.2 mA 이었으며,

fT,max는 49.06 GHz 이며, fmax,max 는 113.5 GHz 였다. 

본 논문에서 보인 드레인 측만 비대칭적으로 리세스

한 구조에 InGaAs/InP 복합 채널층을 갖는 소자는 fT

Fig. 3. Compared simulation results (a) with and without

quantum effect at InGaAs channel layer, and (b)

with and without impact ionization at InP channel

layer.

Table 1. DC/RF small-signal simulation results 

S-D Spacing

(2 µm)

Fully recessed Structure

@drain side

Composite Channel InGaAs/InP InGaAs/InP

Thickness 5 nm / 5 nm 3 nm / 7 nm

Idss [mA]

@Vg=0.0, Vd=2.0V
44.9 30.2

gm,max [mS/mm]

@Vd=2.0V

1,181.3

@Vg= −0.063V

1084.0

@Vg= −0.012V

fT,max [GHz]

@ /20dB

58.24

@Vg=−0.20, 

Vd=2.0V

49.06

@Vg=−0.14V, 

Vd=2.0V

fmax,max [GHz]

@MUG=1

154.3

@Vg=-0.09V, 

Vd=2.0V

113.5

@Vg=-0.0015V, 

Vd=2.0V

BVon [V] @Vg=0V ≥5.0 ≥6.0

BVoff [V]@Vg=-0.8V ≥8.0 ≥8.0

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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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ax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력 소자로 항복 전압을

6 V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게이트 정전용량Cg를 줄이기 위해 게이트 풋 부분의

길이를 줄이는 수평 스케일링을 구현한다면 보다 향상

된 RF 주파수 특성 및 항복 특성을 갖는 전력 소자를

개발할 수 있는 최적화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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