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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핀치오  된 cold-FET에서 게이트와 드 인 패드를 디임베딩하여 얻어지는 Z- 라미터와 

게이트와 드 인 패드 커패시턴스를 제외한 핀치오  된 cold-FET의 나머지 라미터에 의해 모델링되는 Z-

라미터 사이의 잔차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HEMT의 모든 외인성 라미터를 추출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기법을 사용하면 게이트와 드 인 모조패드의 추가  제작 없이 게이트와 드 인 패드의 커패시턴스 

값뿐 아니라 나머지 외인성 라미터 값 모두를 성공 으로 추출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technique for extracting all the extrinsic parameters of HEMTs by minimizing the residual errors between 

a pinch-off cold-FET's gate and drain pad de-embedded Z-parameters and its modeled Z-parameters calculated by the cold-FET's 

remaining parameters. The presented technique allows us to successfully extract the remaining extrinsic parameter values as well as 

the gate and drain pad capacitance value without the additional fabrications of the gate and drain dummy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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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HEMT(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 : 고 

자 이동도 트랜지스터)는 마이크로웨이  는 리

미터  역에서 리 사용되는 트랜지스터  하나

로서 이의 정확한 소신호 등가회로 추출(모델링)은 

HEMT 소자의 물리 상 이해, 성능 분석, 공정 과정

의 특성화와 비교에 필수 이며 MMIC(Microwave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 설계와 잡음 라미터 

추출에 매우 요하다[1].

HEMT의 등가회로 라미터 추출은 최 화에 의

한 방법[2-3]과 cold-FET(비활성 FET)에 의한 방법 

[4-7]으로 나  수 있다. 최 화에 의한 방법은 일정 

주 수 역에서 측정된 S- 라미터와 모델링된 S-

라미터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등가회로 

라미터 값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범용 마이

크로웨이  회로 설계용 CAE 툴만을 가지고 라미

터 값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그러나 추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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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추출되는 값이 기조건에 따

라 달라지며 국소 최소 (local minima)에 빠지거나 

소신호 등가회로를 하게 모델링하지 못할 경우 

음의 라미터 값을 추출하는 단 이 있다. cold-FET

에 의한 방법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제

시된 방법으로서, HEMT의 드 인과 소스사이에 

Vds=0V의 압을 가하여 비활성 상태의 트랜지스터 

(cold-FET)로 만들어 보다 단순한 등가회로로 모델링 

되도록 한다. 이 단순화된 등가회로에서 게이트와 드

인 패드 커패시턴스를 비롯한 외인성 라미터

(extrinsic parameter) 값을 추출한 후 이 값들을 트랜

지스터의 정상동작 상태의 S- 라미터에서 디임베딩

(de-embedding)함으로써 소자의 나머지 내인성 라

미터(intrinsic parameter) 값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상

기 게이트와 드 인 패드 값을 추출할 때 통  

cold-FET 방법[4]은 드 인 패드 값을 과도하게 큰 

값으로 추출하는 단 이 있다[5-6]. 이를 해결하기 

해 참고문헌[8-11]에서는 시험용 모조패드 (dummy 

pad)를 제작하여 게이트와 드 인 패드 값을 직  추

출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험용 모조패드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험용 모조패드를 별개로 제작하지 

않고도 게이트와 드 인 패드의 커패시턴스를 정확하

게 추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한다. 제시한 

기법은 우선 핀치오  된 cold-FET의 측정된 S- 라

미터에서, 추정된 게이트와 드 인 패드 커패시턴스를 

디임베딩하여 디임베딩 Z- 라미터(이후, 추정 디임

베딩 Z- 라미터)를 얻는다. 이러한 추정 디임베딩 

Z- 라미터에 피 (fitting)함으로써 게이트와 드 인 

패드 커패시턴스(Cpg, Cpd)를 제외한 나머지 외인성 

라미터(소스, 게이트, 드 인 항(Rs, Rg, Rd)와 소

스, 게이트, 드 인 인덕턴스(Ls, Lg, Ld)등 총 6개 

라미터)의 추정 값을 얻는다. 제시한 기법은 이 나머

지 외인성 라미터 추정 값에 의해 모델링되는 Z-

라미터(이후, 추정 모델링 Z- 라미터)와 추정 디임베

딩 Z- 라미터 사이의 잔차 오차(residual error)를 최

소화함으로써 게이트와 드 인 패드 커패시턴스와 함

께 HEMT의 나머지 외인성 라미터 값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외인성 라미터 값의 정확한 추출

은 각종 오실 이터[12-15]의 상잡음을 상잡음 

이론[16-17]에 의해 측할 때도 매우 요하다.

Ⅱ. 제시된 외인성 라미터 추출 기법

그림 1은 분포형 cold-FET 모델(등가회로)[7]이다. 

이 모델은 참고문헌 [4]에서 최 로 제시된 분포형 

cold-FET 모델의 내인성 역에 채  커패시턴스가 

그림 1. 분포형 cold-FET 모델
Fig. 1 Distributed cold-FET model

그림 2. 추정 디임베딩 Z- 라미터의 주 수 특성
Fig. 2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guessed 

de-embedded Z-parameters

존재함을 견하고 참고문헌 [4]에서 보이는 분포 

채  항에 분포 채  커패시터를 병렬로 추가하여 

참고문헌 [4]의 모델을 확장시킨 모델이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Fujitsu사의 AlGaAs/GaAs 

HEMT의 cold-FET의 S- 라미터에서 게이트 패드 

커패시턴스 Cpg=10pF와 드 인 패드 커패시턴스 

Cpd=10pF를 디임베딩 한 후 얻어지는 디임베딩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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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의 주 수 특성을 나타낸다. 디임베딩 Z- 라

미터의 실수부는 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격히 감

소하고 허수부는 음의 값에서부터 속히 을 향하

여 증가하다가 고주  역으로 갈수록 완만한 속도

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주 수 특성

은 그림 1에서 보인 모델이 제시되기 에는 설명 할 

수 없는 주 수 특성이었다. 그러나 그림 1의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임의 게이트 압으로 바이어스된 각종 

HEMT의 cold-FET가 나타내는 디임베딩 Z- 라미

터의 주 수 특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1],[18-20]. 

그림 2에서 피  역으로 표시된 주 수 역은 

그림 1에 보이는 모델이 핀치오  될 경우 보이는 Z-

라미터 등식[7]에서 
 

 ≫ 을 만족하는 주

수 역이다. 이 주 수 역에서 그림 1의 모델이 

핀치오  될 때 그림 3에 보이는 cold-FET 모델로 

간략화 된다. 이 모델의 Z- 라미터는 다음의 식 

(1)-(3)과 같다[7].

그림 3. 그림 2의 피  역에서 핀치 오  된 
cold-FET 모델

Fig. 3 Pinch-off cold-FET model in the fitting region 
shown in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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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외인성 라미터

(Cpg, Cpd, Rs, Rg, Rd, Ls, Lg, Ld)는 다음의 식 (4)로 

주어지는 잔차 오차  를 최소화함으로써 추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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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다. 식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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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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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3에서 보이는 피  면에서 식 

(1)-(3)으로 주어지는 Z- 라미터를 그림 2에서 보이

는 피  역에서 최소자승법에 의하여 Z
d
에 피 함

으로써 얻어지는 아래의 식 (12)-(17)에 의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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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인성 라미터 추출 결과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HEMT의 핀치오

된 cold-FET를 측정한 S- 라미터를 가지고 3장에

서 기술한 잔차 오차(식 (4))를  , 의 함수로 나

타낸 것이다.

그림 4. 게이트, 드 인 패드 커패시턴스에 한 
잔차 오차(식 (4))의 삼차원 롯

Fig. 4 Three-dimensional plot of the residual 
error(Eq. (4)) vs. gate, and drain pad capacitance

그림에서 잔차 오차의 역 최소 (global mini-

mum point)을 볼 수 있으며 이 최소 의  , 

가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게이트와 드 인 패드 커

패시턴스 값이며 이 때 식 (8)에 의해 계산되는 Z
d
를 

가지고 식 (12)-(17)에 의해 계산되는 
, 

 , 
, 


 , 

, 
가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소스, 게이트, 

드 인 항과 소스, 게이트, 드 인 인덕턴스 값이 

된다. 이 최소 에서 추출한 외인성 라미터 값은 

Cpg=16.62fF, Cpd=7.13fF, Ls=9.89pH, Lg=48.44pH, 

Ld=23.24pH, Rs=3.00Ω, Rg=4.33Ω, Rd=2.30Ω 이다. 

그림 4의 역 최소 을 찾기 해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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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탐색(direct search) 방법을 사용하 다. 이 방법

을 사용함으로써 식 (4)의 국소 최소 을 역 최소

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그림 5는 재까지 리 사용되는 HEMT의 소신

호 모델이다. 정상 동작 압(Vds≠0V)으로 바이어스된 

HEMT(hot-FET)의 S- 라미터를 측정한 후 상기한

그림 5. HEMT의 소신호 모델(gm=Gmexp(-jωt))
Fig. 5 Small-signal model of HEMT(gm=Gmexp(-jωt)) 

외인성 라미터 값을 디임베딩 하면 그림 5에 보

인 내인성 부분에 한 디임베딩 Y- 라미터와 Z-

라미터를 구할 수 있다. 이들과 내인성 라미터 사이

의 해석  계[21-22]로부터 내인성 라미터를 간

단하게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HEMT

를 Vgs=-0.2V, Vds=2.0V로 바이어스 했을 때 참고문

헌 [22]을 사용하여 추출된 내인성 라미터 값은 

Ri=1.77Ω, Cgs=109.18fF, Cgd=11.47fF, Cds=31.93fF, 

Rds=491.67Ω, Gm=31.38mS, τ=0.97ps이다. 한, 

Vgs=-0.6V, Vds=1.0V로 바이어스 했을 때 추출된 내

인성 라미터 값은 Ri=3.40Ω, Cgs=77.62fF, 

Cgd=16.97fF, Cds=30.87fF, Rds=696.78Ω, Gm=17.74mS, 

τ=1.06ps이다.

그림 6(a)는 Vgs=-0.2V, Vds=2.0V의 바이어스 포인

터에서 추출한 외인성, 내인성 라미터 값에 의해 그

림 5의 소신호 모델이 나타내는 모델링된 S- 라미터

와 실제 측정한 S- 라미터를 스미스 차트(Smith 

chart)에 나타낸 것이다. S11의 측정치와 모델치 사이

의 오차는 △S11=5.0%이고, △S12=5.9%, △S21=5.4%, 

△S22=2.97%이다. 이들의 평균오차는 4.84%이다. 그림 

6(b)는 Vgs=-0.6V, Vds=1.0V의 바이어스 포인터에서 

S- 라미터를 비교한 것이다. 이 경우 △S11=4.96%, 

(a)

(b)

그림 6. HEMT의 S- 라미터 측정치와 모델치의 
비교(실선 : 모델치, + : 측정치). 

(a) Vgs=-0.2V, Vds=2.0V : 평균오차=4.84%, 
(b) Vgs=-0.6V, Vds=1.0V : 평균오차=5.13%

Fig. 6 Comparisons of the measured, and modeled 
S-parameters of HEMT(solid line : modeled, + : 
measured). (a) Vgs=-0.2V, Vds=2.0V : averaged 
error=4.84%, (b) Vgs=-0.6V, Vds=1.0V : averaged 

error=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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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6.63%, △S21=5.84%, △S22=3.09%로서 평균오차

는 5.13%이다. 다른 54개의 바어어스 포인터에서도 

최  평균오차는 6%이내로서 측정치와 모델치는 양

호한 일치를 보 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외인성 라미터 추출 기법은, 

추정 디임베딩 Z- 라미터와 추정 모델링 Z- 라미

터 사이의 잔차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시험용 모조 

패드의 추가  제작없이 HEMT의 모든 외인성 라

미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법이다. 추출한 외인성과 내

인성 라미터를 회로요소로 하는 HEMT의 소신호 

모델이 나타내는 S- 라미터 모델치와 실제 측정치 

사이의 평균오차는 56개 바이어스 포인터에서 6%이

내로서 양호한 일치를 보 다. 제시한 기법은 라미

터 추출을 하여 모조패드의 제작, 직류 항 측정, 

최 화 과정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HEMT 신

호 모델링의 기 인 여러 바이어스 포인터에서의 

HEMT 소신호 라미터를 신속하게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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