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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xt-generation AlGaN/GaN HEMT power devices need higher power at higher frequencies. To know the device

characteristics, the simulation of those devices are made. This paper presents a simulation study on the DC and RF

characteristics of AlGaN/GaN HEMT power devices. According to the reduction of gate length from 2.0µm to 0.1µm,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drain current at zero gate voltage increases, the gate capacitance decreases, and the

maximum transconductance increases, and thus the cutoff frequency and the maximum oscillation frequency increase. The

maximum oscillation frequency maintains higher than the cutoff frequency, which means that the devices are useful for

power devices at very high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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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GaN 전자소자는 와이드 밴드갭(Eg=3.4eV)과 고온

안정성(700̊ C) 등 재료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고출력

RF 전력증폭기와 고전력용 전력반도체 스위치 소자로

큰 장점을 가진다. AlGaN/GaN 이종접합을 이용한 고

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HEMT)는 두 물질간의 계면

에서 전도대의 불연속성으로 인해 생성되는 2차원 전

자가스 채널(2 dimensional electron gas, 2DEG)을 이

용하기 때문에 높은 전자이동도, 높은 항복전압 특성을

가지게 된다.

GaN 반도체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AlGaN과

GaN 에피의 격자부정합(lattice mismatch)에 의한 특성

열화, 결정결함(crystal defects) 감소, 단결정 성장

(ingot or bulk), 표면특성 제어기술 개발 등 아직도 해

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AlGaN/GaN

격자부정합에 의한 스트레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및

AlInN/GaN 격자정합(lattice matched) 에피 구조 및 소

자의 개발과 대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결정 결

함, 특히 전위밀도(dislocation density)가 현재109/cm2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고품위/고수명 소자를 위해서는

105/cm2 이하로 결함농도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하여 미국 Kyma Tech. 그리고 일본 Mitsubishi

Chemical 등에서는 벌크(bulk) GaN 성장에 관한 연구

가 한창이지만, 아직 2인치 이상의 대면적 웨이퍼는 구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1].

본 논문에서는 2차원 소자 시뮬레이터인 ISE-TCAD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고출력 RF 전력증폭기에 사용

가능한 AlGaN/GaN HEMT 전력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DC/RF 소자 특성을 시뮬레이션하였고, 게이트 길이

변화에 따른 DC/RF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AlGaN/GaN HEMT 시뮬레이션

2.1. AlGaN/GaN HEMT 구조

Fig. 1은 AlGaN/GaN HEMT 소자 구조의 단면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Al0.25Ga0.75N 장벽층으로 구성되어 있

다. 소스와 드레인 전극은 모두 AlGaN/GaN 이종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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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이차원 양자우물채널이 형성되는 부분에 맞닿

아 오믹접촉이 이루어져 있으며 접촉저항은 무시하였

다. 게이트 길이 LG는 2.0 µm, 1.0 µm, 0.5 µm, 0.2 µm,

0.1 µm으로 조정시키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2. 시뮬레이션 물성 파라미터

AlGaN/GaN HEMT 소자 시뮬레이션소자에 사용한

주요 물성 파라미터들인 전자친화도, 에너지 밴드갭,

유전율, 이동도, 포화속도를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

내었다[2].

3.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3.1. Id-Vd 특성

Fig. 2와 Fig. 3에서는 게이트 길이가 2.0 µm와

0.1 µm 일 때의 Id-Vd 특성 곡선을 각각 나타내었다. 게

이트 길이 LG가 감소함에 따라 채널 전류가 증가하고

게이트 길이 감소에 의한 전달전도도gm 특성이 감소하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4에서는 게이트 길이 감소에 따른 채널 전류 Idss

값을 각 게이트 길이에 따라 나타내었다. 게이트 길이

가 작아짐에 따라 채널 전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게이트 길이가 작아짐에 따라 채널 전

류는 증가함을 의미한다.

3.2. Id-Vg 및 gm 과 Cg 특성

Fig. 5에 게이트 길이 2.0µm 에서 시뮬레이션된 Id-

Fig. 1. AlGaN/GaN HEMT device structure.

Table. 1 AlGaN/GaN Properties Parameters.

Parameter AlGaN GaN

Affinity (eV) 3.91 4.3

Energy gap (eV) 3.97 3.43

Permittivity 8.78 8.9

Election mobility (cm2/Vs) 600 900

Hall mobility (cm2/Vs) 10 10

Electron saturation velocity (107 cm/s) 1.91 1.17

Hall saturation velocity (106 cm/s) 1 1

Fig. 2. Id-Vd at gate length 2.0 µm.

Fig. 3. Id-Vd at gate length 0.1 µm.

Fig. 4. Idss according to the gate length.



AlGaN/GaN HEMT 전력소자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57

Journal of KSDT Vol. 13, No. 4, 2014

Vg 특성 곡선과 gm 값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Fig. 6에

서는 게이트 길이 0.1µm에서 시뮬레이션된 게이트 커

패시턴스 값들을 게이트 전압 변화에 따라 나타내었다.

Cg = Cgs + Cgd (1)

Fig. 7에서 보인 바와 같이 게이트 길이가 작아짐에

따라 식 (1)에서 정의한 Cg 값과 gm값이 작아짐을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7의 아래쪽 게이트 길이는 커

패시턴스를, 위쪽 게이트 길이는 전달전도도(Trans-

conductance)의 게이트 길이를 각각 나타낸다.

3.4. RF 특성

Fig. 8과 Fig. 9에서는 게이트 길이 0.5 µm 에서 바

이어스 조건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된 fT 및 fmax결과

값을 나타낸다. Fig. 10에서 게이트 길이가 2.0 µm,

1.0 µm, 0.5 µm, 0.2 µm, 0.1 µm로 감소함에 따라 동일

바이어스 조건 하에서 시뮬레이션된 fT, fmax값을 계산

해 그래프로 표현해 나타내었다.

fT는 식 (2)의 관련 식을 보면 Cg에 반비례하고 gm에

비례하는데, Fig. 9에서 보면 게이트 길이가 감소함에

Fig. 5. Id-Vg and gm at gate length 2.0 µm.

Fig. 6. Cg at gate length 0.1 µm.

Fig. 7. Cg and gm according to the gate length.

Fig. 8. fT at gate length 0.5 µm.

Fig. 9. fmax at gate length 0.5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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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Cg 감소가gm 감소에 비해 크므로 게이트 길이 감

소에 따라서 증가한다. 아래 식(3)에서와 같이 LG가 감

소함에 따라 fT가 증가하며 그에 따라서 식 (4)에서

fmax 또한 증가한다. fmax > fT일 때는 PA (Power

Amplifier)용 소자로 쓸 수 있으며 fmax < fT일 때는

LNA(Low Noise Amplifier)용 소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3)

(4)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lGaN/GaN HEMT 소자의 게이트

길이 변화에 따른 Id-Vd, Id-Vg, Cg및 gm를 통한 DC/RF

특성 확인 결과 게이트 길이가 짧아질수록 게이트 공

핍 영역이 감소해서 Idss, 즉 전류의 흐름이 점점 증가

하고, Cg값이 gm값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함으로

인해 fT, fmax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AlGaN/GaN HEMT 소자의 결정결함 및 표면

효과 등을 고려해서 소자 특성을 정교하게 모델링 할

수 있다면 우수한 RF 특성을 갖는 전력소자 에피구조

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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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T and fmax according to the gate leng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