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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증폭기용 SiC 기반 GaN TR 소자 제작

Fabrication of GaN Transistor on SiC for Power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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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i가 도핑된 Modulation-doped AlGaN/GaN 이종 합 구조를 가지는 력증폭기용 MISHFET 

소자를제작하 다. 제작된 GaN TR 소자는 6H-SiC(0001)의 Substrate 에 성장시켰으며, 180 nm의 gate length를

가진다. 제작된 소자를측정한 결과, 837 mA/mm의 최 드 인 류 특성, 177 mS/mm의 gm(Tranconductance)을

가지며, fT는 45.6 GHz, fMAX는 46.5 GHz로 9.3 GHz에서 1.54 W/mm의 력 도와 40.24 %의 PAE를가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letter presents the MISHFET with si-doped AlGaN/GaN heterostructure for power amplifier. The device grown 

on 6H-SiC(0001) substrate with a gate length of 180 nm has been fabricated. The fabricated device exhibited maximum 

drain current density of 837 mA/mm and peak transconductance of 177 mS/mm. A unity current gain cutoff frequency 

was 45.6 GHz and maximum frequency of oscillation was 46.5 GHz. The reported output power density was 1.54 

W/mm and A PAE(Power Added Efficiency) was 40.24 % at 9.3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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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고출력, 고온 안정성, 고효율이 요한 성능 지표

인 력증폭기의 핵심은 반도체 소자에 있다. 재

까지는 GaAs(Gallium Arsenide), InP의 화합물 반도체

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물성의 한계로 인하여 새

로운 화합물 반도체의 개발 필요성이 증 되고 있으

며, 최근 차세 화합물 반도체 소자로써 GaN(Ga-

llium Nitride)을 기반으로 하는 자 소자가 각 을

받고 있다. 특히, wide bandgap(3.4 eV), high break-

down fields(3×106 V/cm), high saturated electron drift 

velocity(2.2×107 cm/s), 고온안정성(700 ℃) 등의 재료

인 특성 때문에 고출력 력증폭기와 고 력용

력반도체 응용에 큰 장 을 가진다
[1],[2].

GaN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의 력증폭기로 사용될 경우, 기존 Si 기반 LDM-

OS(Laterally Diffused Metal Oxide Semiconductor) 트

랜지스터보다 력 도가 10배 이상 높아 소형화와

경량화를 통해 30 % 이상의 력 감이 가능하고, 

이더, 성 등의 송수신 모듈에 사용할 경우, G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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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력증폭기에 비해 높은 력 도(>8배)와 효

율(>20 %) 특성으로 경량화와 력 감이 가능하다
[3]. 이러한 장 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GaN 화합물

반도체 기반의 력소자 개발 로젝트를 진행 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14년까지 GaN을 기반으로

하는 고성능 신소재 개발을 목표로 재까지 력

도 9 W/mm, 력 부가효율 60 % 이상의 SiC 기반

GaN 력증폭기를 개발하 다
[1],[3].

최 의 GaN 반도체 재료는 1969년 Maruska와

Tietjen이 HVPE 방법에 의해 결정을 성장하 고, 그

후, 2010년 SiC 기 을 이용한 AlGaN/GaN HEMT 소

자는 gate length 100 nm에서 cutoff frequency fT=144 

GHz, fMAX=137 GHz, peak extrinsic transconductance 

gM=480 mS/mm이 보고된 바 있으며, 상용화 되어 있

는 AlGaN/GaN HEMT 소자는 력 도가 4～8 

W/mm 정도이다[1],[4].

국내에서는 X-band용 10 W GaN 력 증폭기

소자와 TriQuint사 GaN 상용 라이 러리를 이용한

10 W 력증폭기 MMIC가 구 되어 있지만[3], 

SiC 기 에 에피를 성장하고 소자를 개발한 경우

는 알려진 바 없다.  

본 논문에서는 MOCVD(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장비를 이용하여 2-inch SiC 기

에 AlGaN/GaN 이종 합 구조를 성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력증폭기용 AlGaN/GaN MISHFET(Metal 

Insulator Semiconductor Heterostructure Field Effect 

Transistor)을 제작하 다. Ⅱ장에서 6H-SiC(0001) 기

에 GaN TR 소자의 제작 방법과 On-Wafer 상의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고, Ⅲ장에서는 추후 진행 내

용과 결론으로 마무리 하 다.

Ⅱ. Device Fabrication and Results

GaN 화합물 반도체는 동종 기 의 부재로 인해

주로 사 이어(Al2O3) 는 SiC 기 에 성장하게

된다. SiC 기 은 사 이어 기 에 비해 GaN 물질과

의 격자 상수 차이가 가장 어 결함이 우수한 GaN 

박막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세

계 으로 몇몇 연구 그룹(Cree, IQE 등)에서만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에는 재

까지 제 로 보고된 바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6H-SiC(0001) 웨이퍼에 GaN을 성

장시켜 TR 소자를 제작하 으며, 이를 한 첫번째

단계로 MOCVD를 이용하여 HT-AlN layer를 성장시

켰다. HT-AN layer는 기 과 GaN 사이의 버퍼층을

형성하여 GaN 박막이 거의 2차원 평면 형태로 성장

되어 결함이 은 우수한 소자를 얻을 수 있게 해

다[5].

최 화된 HT-AlN layer의 성장조건을 찾기 해

두께를 30~180 nm까지 변화시켜가며 그 에 성장

된 박막을 특성을 확인하 다. 이 때 성장 온도는

1,100 ℃ 으며, 나머지 층들의 성장 온도는 1,080 ℃

다. 그림 1은 HT-AlN layer의 두께에 따른 GaN 박

막의 변화를 나타내며, 두께가 약 60 nm일 때 우수

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 때의 (002)/(102) 방향의

FWHM(Full Width of Magnitude)는 505/575 arcsec이

으며, 자이동도는 1,700 cm2/Vs 다. 

일반 으로 2DEG의 자 이동도에 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으로는 AlGaN/GaN 계면 거칠기(Inter-

face roughness)로 알려져 있다. 계면 거칠기는 곧

GaN 박막의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를 의미하

는 것이므로 자 이동도를 향상시키고 GaN 박막의

표면 거칠기를 이기 하여, GaN 박막의 두께를

0.7 μm에서 2.0 μm 두께로 증가시켰다. 이 때의

FWHM은 237/373 arcsec, 자이동도는 2,000 cm2/Vs

로 상용화된 IQE사의 기 ( 자이동도 2,120 cm2/Vs)

에 버 가는 우수한 특성임을 확인하 다.

그림 1. HT-AlN 두께에 따른 GaN 박막의 변화 그래

(GaN: 0.7 μm)

Fig. 1. The XRD graph of GaN thin film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HT-AlN buffer layer(GaN: 0.7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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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lGaN/GaN 성장 구조

Fig. 2. The AlGaN/GaN epitaxial structure.

 

이 후, 17 nm의 AlGaN layer를 성장시켰다. 이 때, 

AlGaN 내에 Si를 도핑하여 modulation-doped AlGaN/ 

GaN 이종 합 구조를 형성하 다. 이는 Si가 도핑

된 N-type AlGaN 박막 내에 존재하는 많은 자들이

2 DEG로 공 되어 자 농도를 추가 으로 증가시

키며 자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 항이 낮아

지면서 TR 소자 제작 시 소스(source)와 드 인(dr-

ain) 역에 형성되는 오믹 항(ohmic contact resis-

tance)을 낮춰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2 DEG 내에 자 농도가 많아짐에 따라 ca-

rrier-carrier scattering이 발생하여 자 이동도는 오

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Si 도핑 농도는 한 범

내에서 최 화시킬 필요가 있다
[6]. 그림 2는 AlGaN/ 

GaN 성장 구조를 나타내며, Si를 8.5 nm의 AlGaN 

내에 5×1018 /cm3
의 농도로 도핑하 다.

표 1은 Si가 도핑된 TR 소자와 도핑 처리가 안된

TR 소자의 표면 항(Rs)과 드 인 류값(Id)을 보여

다. 500+900 ℃의 2-step annealing 후 측정 결과, Si 

도핑된 소자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4배 이상의 표

면 항 감소를 보 다.

Modulation-doped AlGaN/GaN 이종 합 구조를

형성 후 GaN 소자의 격리를 해 BCl3/Cl3 가스를 사

용한 이온 빔 식각(reactive ion beam etching)을 하여

측벽 설로 형성되는 게이트 설 류를 감소시켰

으며, ALD(Atomic Layer Deposition) 공정으로 10 nm

의 Al2O3의 게이트 연층을 형성 후 오믹(ohmic) 공

정을 진행하 다.

GaN의 경우, 약 4 eV의 일 함수를 가지므로 낮은

항의 ohmic contact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Al-

표 1. Si 도핑에 따른 RS & Id 특성 비교표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RS & Id according to 

the Si doping.

Coditions
Undoped Si doped(5×1018)

RS(Ω/sq) Id(m A) RS(Ω/sq) Id(mA)

500+875°

30 sec
1,213 28.1 361 30.8

500+900°

30 sec
1,386 29.4 337 37.2

500+925°

30 sec
419 28.6 318 35.6

GaN/GaN 의 항성 형성을 한 속으로

Ti/Al과 Ti/Al/Ni/Au 등의 다층 구조의 속들이 사용

되고 있다
[7]～[9].

낮은 오믹 항은 Knee voltage를 낮추어 주고, 최

류를 높여주게 되어 결과 으로 출력 력을

높여 다. 특히, 오믹 항은 fT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이며, 식 (1)과 같이 fT를 높이기 해서는 gm이

높아야 되며, RS와 Rd는 최 한 낮게 만들어야 한다.
 

02 {[ ] [1 ( )] ( )}
m

T

gs gd s d gd m s d

g
f

π C C g R R C g R R
=

+ × + + + × + (1)
 

본 연구에서는 낮은 오믹 항을 구 하기 해

Ti/Al/Ni/Au(25/160/40/100 nm) 형태의 다층 구조

Ohmic contact을 형성하 다. 오믹 공정은 EBE(Ele-

tron Beam Evaporator)를 이용하여 500 ℃에서 30 sec, 

900 ℃에서 30 sec의 2 단계로열처리 하 으며, 측정

된 오믹 항은 1×10—5 Ω․cm2
으로 그림 3과 같다.

그림 3. SiC 기 의 치에 따른 오믹 항 특성

Fig. 3. The ohmic contact resist according to the lo-

cation on 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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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i/Ti/Al 비율에 따른 오믹 항 특성(500+900°,

30 sec)

Fig. 4. The ohmic contact resist according to the ratio 

of Si/Ti/Al(500+900°, 30 sec).

  

실제 Ti/Al/Ni/Au 형태의 다층 구조를 형성하기

1 nm의 Si를 먼 증착하여 열처리를 하 는데, 

이는 AlGaN barrier에 n-type의 표면 도핑 효과를 가

져와 그로 인해 향상된 오믹 항 특성을 보이기 때

문이다[10],[11].

그림 4는 Si 증착 후 Ti/Al의 비율에 따른 오믹

항의 특성을 보여주며, Ti/Al(25/160 nm)에서 가장 낮

은 오믹 항 특성을 보여주었다.

GaN TR 소자의 PAD 메탈은 Ni/Au/Ti(20/200/30 

nm)로 증착하 다. Ti(30 nm)를 추가 으로 증착한

이유는 후공정 과정에서 생기는 PAD 메탈과 에어

릿지의 분리를 막고, 메탈과 본딩 와이어의 착

력을 향상시키기 함이다. 

그림 5는 후공정 과정 발생한 PAD 메탈의 분

리 상이며, PAD 메탈은 Ni/Au(20/200 nm)로 증착하

다. 그림 6은 Ti를 추가 으로 증착 후 솔벤트 용

그림 5. PAD 메탈의 분리 상

Fig. 5. The separaton of PAD metal.

(a) Ni/Au/Ti(20/200/20)

(b) Ni/Au/Ti(20/200/30)

그림 6. 솔벤트 용액에 30분 보 후 PAD와 seed me-

tal 간의 착성 확인

Fig. 6. The adhesion of PAD and seed metal after 

soak in solvent for 30 minutes.

  

액에 30분간 보 하여 착성을 확인한 그림이며, 

이때의 Ti는 각각 20과 30 nm 으며, 30 nm에서

착성이 좋음을 확인하 다.

높은 주 수 역에서 고효율 특성을 가지는 소

자를 제작하기 해서는 게이트의 길이가 작아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게이트의 길이와 항을 이고, 

주 수 특성을 향상시키기 해 180 nm의 T자형 게

이트 구조를 형성하 고, 제작된 T자형 게이트의

foot의 길이는 180 nm, head는 약 800 nm이었다.

그림 7은 제작된 T자형 게이트의 FIB(Focused Ion 

Beam) 그림을 보여 다.

게이트 형성과 에어 릿지 공정을 거친 후 제작

된 GaN TR 소자의 DC & RF 특성은 그림 8,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측정 결과, 제작된 2-finger의 GaN 

TR 소자는 VDS=10 V, VGS=1 V에서 837 mA/mm의 최

드 인 류값을 얻었으며 VGS=—6 V에서 gm 

(tranconductance)는 177 mS/mm을 얻었다. 그림 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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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자형으로 형성된 180 nm gate의 FIB

Fig. 7. FIB of 180 nm T-gate.

그림 8. 2-finger GaN TR의 Id-Vd 곡선

Fig. 8. The Id-Vd curve of 2-finger GaN TR.

 

그림 9. 2-finger GaN TR의 Vg-Id 곡선

Fig. 9. The Vg-Id curve of 2-finger GaN TR.

 

Vg=—10 V에서 1 V의 단 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a) RF 특성

(a) RF characteristic

(b) 로드풀 특성

(b) Load-pull characteristic

그림 10. 2-finger GaN TR의 RF 특성(Clase AB)

Fig. 10. The RF results of 2-finger GaN TR(Clase 

AB).

RF 특성 측정은 on-wafer 상에서 Cascade Micro-

tech Probe와 PNA E8361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VDS=10 V, VGS=—6 V에서 fT=45.6 GHz, fMAX=46.5 

GHz로 9.3 GHz에서 load-pull 장비로 측정된 출력은

24.9 dBm으로 1.54 W/mm의 력 도와 40.24 %의

PAE를 보여주었다. 

Ⅲ. Future Work and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2-inch 6H-SiC(0001) 웨이퍼 에

에피를 성장시켜 력증폭기용 GaN MISHFET 소자

를 제작하고, 180 nm-gate 2-finger 기 peak trans-

conductance는 177 mS/mm, fT는 45.6 GHz의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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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 다. 해외에 보고된 100 nm-gate GaN HEMT 

소자가 gm=480 mS/mm, fT=144 GHz[4]
임을 감안하면

최고의 성능은 아니지만 국내에 SiC 기 에 GaN

을 성장시키고, TR 소자를 개발한 경우가 없고 성장

된 GaN 기 의 경우, 상용화된 IQE사의 기 ( 자

이동도 2,120 cm2/Vs)에 버 가는 우수한 특성임을

확인하 기에 공정 개선과 함께 더 좋은 특성을 가

지는 소자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추후, 공정 개선

과 제작된 GaN TR 소자를 이용하여 고출력/고효율

특성을 가지는 SSPA(Solid State Power Amplifier)를

제작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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