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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극성 이중 독립 게이트 실리콘 나노와이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를 새롭게 제안한다. 제안한 트랜지스터는 극

성 게이트와 제어 게이트를 가지고 있다. 극성게이트의 바이어스에 따라서  N형과 P형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결정할 

수 있고 제어 게이트의 전압에 따라 트랜지스터의 전류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 2차원 소자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양극성 전류-전압 특성이 동작하도록 두 개의 게이트들과 소스 및 드레인의 일함수를 조사했다. 극성게이트  4.75 
eV, 제어게이트  4.5 eV, 소스 및 드레인 4.8 eV일 때 명확한 양극성 특성을 보였다. 

ABSTRACT

We propose a new Double-Independent-Gate Ambipolar Silicon-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DIG 
Ambi-SiNWFET). The proposed transistor has two types of gate such as polarity gate and control gate. The polarity 
gate determines the operation that the gate bias controls NMOSFET or PMOSFET. The voltage of control gate controls 
the current characteristic of the transistor. We investigated systematically work functions of the two gates and 
source/drain to operate ambipolar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using 2D device simulator. When the work functions 
of polarity gate, control gate and source/drain are 4.75eV, 4.5eV, and 4.8eV, respectively,  it showed the obvious 
ambipolar characteristics.

키워드 : 실리콘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 터널링,  양극성 특성, 극성게이트, 제어게이트, 트랜지스터 설계

Key word : Silicon nanowire transistor, tunneling, ambipolar, polarity gate, control gate, transist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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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반도체 집적화를 위한 노력으로 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 (MOSFET)는 

지속적으로 소형화되어 왔다. 그러나, 무어의 법칙

(Moore's Law)[1]을 따르는 지속적인 집적화는 크기가 

작아질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high-k dielectrics이나 metal 
gates와 같은 신재료를 활용하는 방법, 이중 게이트 

(Double Gate; DG) 구조나 Gate-All-Around (GAA)와 

같이 구조적인 변화를 활용하는 방법, 혹은 다른 디바

이스 개념인 Schottky-Barrier Field Effect Transistor 
(SBFET)와 같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2].

재료적 측면에서 high-k dielectrics와 metal gates를 

활용하는 이유는 MOSFET이 소형화 될수록 터널링 현

상에 의한 누설전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신재료를 사용하여 누설전류 문제를 감소시

키며 소비전력 감소 및 집적도 증강을 위한 것이다. 구
조적 측면에서 DG 구조의 경우는 이미 많은 연구들

[3-7]이 진행되었는데, 전통적인 MOSFET의 경우는 채

널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게이트만을 사용했다면 DG 
구조는 두 개의 게이트를 사용하여 채널에 흐르는 전류

량을 높이는 일종의 MOSFET의 성능 자체를 향상시키

는 방법이다. GAA 구조 또한 MOSFET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방안으로 게이트가 채널을 둘러싸는 원통형 구

조이다[8]. SBFET는 기존의 MOSFET과는 다르게 소

스와 드레인의 영역에서 Schottky Contact을 하는데 이

로 인해 디바이스의 구동방식이 상이하게 된다. 이에 

관한 구조적인 방식과 결부한 연구도 존재한다[9]. 
SBFET를 이용해서 양극성 특성을 보이기 위해서 상층

에 단일 게이트를 가진 구조[10], 상층에 이중 게이트를 

가진 구조[2,11], 원통으로 둘러싼 GAA 구조[11]들이 

제안되었다. 채널의 상층에만 있는 게이트 구조보다 포

텐셜을 좀 더 잘 제어할 수 있고 GAA 구조 보다 공정이 

간단한 구조를 본 논문에서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채널의 상층과 하층에 각각 이중 게

이트를  가진 게이트 구조와 SBFET를 적용해서 양극

성 특성을 갖는 Double-Independent-Gate Ambipolar 
Silicon-Nanowire FET (DIG Ambi-SiNWFET)를 새롭

게 제안한다. 2차원 소자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DIG 
Ambi-SiNWFET의 설계와 시뮬레이션한다. 양극성 특

성이 동작되도록 게이트들과 소스/드레인의 일함수를 

조사한다. 추출한 게이트들과 소스/드레인의 일함수를 

사용해서 제안한  DIG Ambi-SiNWFET의 양극성 전류-
전압 특성을 분석한다.

Ⅱ. 구조와 모델

2.1. 디바이스 구조

새로운 DIG Ambi-SiNWFET를 제안하는 구조는 그

림1과 같다.

Fig. 1 Cross section of DIG Ambi-SiNWFET

이 구조는 양극성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 채널을 형

성하는 실리콘 영역에는 도핑을 하지 않고 소스와 드레

인의 영역에서 Schottky Contact을 하였다. 이 Schottky 
Contact은 Contact 영역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공정변

화에 대한 면역력 상승과 소스와 드레인 영역에서의 저

항효과를 감소시키면서 양극성 특성을 얻기 위함이다

[12]. 게이트는 극성 게이트(Polarity Gate; Pgate)와 제

어 게이트(Control Gate; Cgate)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극성 게이트는 소스와 드레인의 Schottky Barrier를 제

어하며 제어 게이트는 채널형성을 제어한다. 채널의 길

이는 50nm이며 두께는 10nm이다. 극성 게이트는 소스

를 제어하는 영역과 10nm 드레인을 제어하는 영역에 

10nm로 20nm이며, 제어 게이트는 20nm이고, 게이트

간의 간격은 5nm로 구성되어 있다. 게이트 dielectric의 

경우 high-k 재료인 HfO2로 2.5nm의 두께로 하였다. 
설계한 도면은 Silvaco의 2D Device Simulator인 

ATLAS[13]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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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모델

제안한 DIG Ambi-SiNWFET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소자 시뮬레이터에 사용한 모델은 다음과 같

다. 이동도 모델은 Lombardi CVT Model을 사용하고 

Klaassen Model, Bandgap Narrowing Model, Fermi 
Model을 적용했으며 온도는 300K이고 터널링 모델은 

Universal Schottky Tunneling (UST) Model[13,14]이고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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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JTE는 터널링 전류의 값을 나타내며 kB는 볼

츠만 상수, A는 리처드슨 상수, T는 캐리어 온도이며, ζ
는 캐리어의 에너지, TTL은 터널링 확률, fS와 fM은 각각 

실리콘과 금속의 맥스웰-볼츠만 분포를 의미한다. m*
는 유효질량을 의미하며, ΦB는 Schottky Contact에서의 

에너지 장벽의 높이이고 ħ는 간략화된 플랑크 상수를 

의미한다. q는 기본전하량이며 E는 평균전계를 의미한

다. 수식 (3)에서는 각 위치에 따른 캐리어의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ψ는 각 그리드의 포텐셜을 의미한다. 이 시

뮬레이션에서는 수식 (2)의 터널링 유효질량 값만을 조

절하였는데, 사용한 터널링 질량 값은 me는 0.22 mh는 

0.35로 하였다.

Ⅲ. 시뮬레이션 결과

3.1. 일함수에 따른 특성

적절한 양극성 특성을 갖는 일함수를 찾기 위해 극성 

게이트와 제어 게이트의 일함수를 4.5eV, 소스/드레인

의 일함수를 4.8eV를 기본값으로 극성 게이트, 제어 게

이트, 소스/드레인의 일함수를 바꿔가며 전류-전압 특

성을 분석했다.
그림 2와 그림 3은 극성 게이트의 일함수 변화에 따

른 전류-전압 특성이며 그림4와 그림5는 제어 게이트의 

일함수 변화에 따른 전류-전압 특성이다. 그림 6과 그림

7은 소스/드레인의 일함수 변화에 따른 전류-전압 특성

을 보여준다. 
그림 2는 극성 게이트 전압 Vp=1V, 제어 게이트 전압 

Vc=1V이고 드레인에 양의 전압을 가할 때 극성 게이트

의 일함수가 증가할수록 전류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

이고, 그림 3은 Vp=Vc=-1V이고 드레인에 음의 전압을 

가할 때 극성 게이트의 일함수가 증가할수록 전류량이 

커지는 경향이 보인다.

Fig. 2 Ids-Vds characteristics of the work function of the 
Pgate for Vp=Vc=1V and a positive drain voltage

Fig. 3 Ids-Vds characteristics of the work function of the 
Pgate for Vp=Vc=1V and a negative drain voltage

그림 4는 Vp=Vc=1V이고 드레인에 양의 전압을 가할 

때  제어 게이트의 일함수가 증가할수록 전류량이 줄

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그림 5는 Vp=Vc=-1V이고 드레

인에 음의 전압을 가할 때 제어 게이트의 일함수가 증

가할수록 전류량이 커지는 경향이 보인다. 제어 게이

트의 일함수의 변화에 따른 전류량의 변화는 극성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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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일함수의 변화에 따른 전류량의 변화량보다 변

동이 적다.

Fig. 4 Ids-Vds characteristics of the work function of the 
Cgate for Vp=Vc=1V and a positive drain voltage

Fig. 5 Ids-Vds characteristics of the work function of the 
Cgate for Vp=Vc=-1V and a negative drain voltage

그림 6은 Vp=Vc=1V이고 드레인에 양의 전압을 가할 

때 소스/드레인의 일함수가 증가할수록 전류량이 줄어

드는 경향이 보이고, 그림7에서는 Vp=Vc=-1V이고 드레

인에 음의 전압을 가할 때 소스/드레인의 일함수가 증

가할수록 전류량이 커지는 경향이 보인다.

Fig. 6 Ids-Vds characteristics of the work function of the 
S/D for Vp=Vc=1V and a positive drain voltage

Fig. 7 Ids-Vds characteristics of the work function of the 
S/D for Vp=Vc=-1V and a negative drain voltage

3.2. 적절한 일함수 채택

3.1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포화 전류가 나타나는 

전류레벨의 범위를 표1로 나타낼 수 있다. 

Table. 1 Saturation current level range concerning the 
work function

  Work Function Current  level

Pgate Cgate S/D Vp=1V,
Vc=1V 

Vp=-1V,
Vc=-1V 

4.5eV 4.5eV 4.8eV 10-5~10-4A 10-7~10-6A
4.7eV 4.5eV 4.8eV 10-6~10-5A 10-6~10-5A

4.9eV 4.5eV 4.8eV 10-7~10-6A 10-5~10-4A
5.1eV 4.5eV 4.8eV 10-8~10-7A 10-5~10-4A
4.5eV 4.5eV 4.8eV

10-5~10-4A 10-7~10-6A
4.5eV 4.7eV 4.8eV
4.5eV 4.9eV 4.8eV
4.5eV 5.1eV 4.8eV

4.5eV 4.5eV 4.6eV 10-4~10-3A 10-8~10-7A
4.5eV 4.5eV 4.8eV 10-5~10-4A 10-7~10-6A
4.5eV 4.5eV 5eV 10-6~10-5A 10-5~10-4A

4.5eV 4.5eV 5.2eV 10-7~10-6A 10-4~10-3A

여기에서 Vp=Vc=1V일 때, 극성 게이트의 일함수가 

증가하면 드레인 전류값이 작아지는 반면에 Vp=Vc=-1V
일 때 극성 게이트의 일함수가 증가할수록 전류값이 커

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게이트에 가한 전압이 양

의 값일 때에는 전자에 의한 전류가 흐르며, 음의 값일 

때에는 정공에 의한 전류가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스/드레인과 제어 게이트의 일함수에서도 나

타나는데 Schottky Barrier가 아닌 채널에 영향을 주는 

제어 게이트의 경우는 일함수의 변화가 전류레벨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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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양극성 특성이 적절하게 나타나는 일함수를 조정하

기 위해서는 극성 게이트의 일함수나 소스/드레인의 일

함수를 조정하여 맞출 수 있다. 일함수를 적절하게 조

절하면 극성 게이트의 일함수는 4.75eV, 제어 게이트는 

4.5eV, 소스/드레인은 4.8eV일 때 양극성 특성이 잘 나

타난다.

3.3. 양극성 특성 분석

3.2에서 추정한 일함수를 사용하여 극성 게이트와 제

어 게이트에 가해주는 전압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하면 그림 8과 그림 9의 드레인 전류-드레인 전압 특성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8 |Ids|-Vds as function of Pgate voltage Vp 

Fig. 9 |Ids|-Vds as function of Cgate voltage Vc 

그림 8과 그림 9에서 전류값에 절대값을 취한 것은 

전류의 크기를 대칭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림 

8은  Vp=Vc=1V일 때와 Vp=Vc=-1V일 때에는 전류값이 

거의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만, Vp < -0.6V이면 PMOS로 

동작하는 부분에서 전류가 포화되지 않는다. 즉 정공에 

의해 전류가 제어되는 부분이 전압에 더 민감하다. 양

극성 특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NMOS 동작에서는 극

성 게이트에 0.8V에서 1.0V이고 PMOS 동작에서는 극

성 게이트에 -0.8V에서 –1.0V 정도이다.
그림9에서는 Vp=Vc=1V일 때와 Vp=Vc=-1V일 때에는 

전류의 크기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가해주는 전압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PMOS로 동작하는 영역의 전류의 

크기가 NMOS로 동작하는 영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공의 이동도가 낮기 때

문이다. 그림9에서도 극성 게이트에 가한 전압이 일정

할 때, 제어 게이트에 적정 전압이 가해지면 양극성 특

성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은 드레인 전압 변화에 따른 드레인 전류-제

어 게이트 전압 (|Ids|-Vgs) 특성을 보인다. 그림 10에서 

완전히 대칭되는 전류량은 찾기 어렵지만 양극성 특성

이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다. 그림10은 NMOS
로 동작할 때 Vp=1V 고정하였고, PMOS로 동작할 때에

는 Vp=-1V로 고정하였다. 그림10에서 PMOS쪽의 전류

량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의 그림11과 

그림12의 에너지밴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설명한

다.

Fig. 10 |Ids|-Vgs as function of the drain voltage Vd

그림 11은 Vp=Vc=1V일 때 드레인에 가한 전압에 따

른 에너지밴드 다이어그램이고, 그림12는 Vp=Vc=-1V
일 때 드레인에 가한 전압에 따른 에너지밴드 다이어그

램이다. 여기서 CB는 전도대, VB는 가전자대, S는 소

스, D는 드레인, PG는 극성 게이트, CG는 제어 게이트

를 나타낸다. 그림 11과 12는 각각 전자와 정공에 의한 

전류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림 11은 제안한 DIG 
Ambi-SiNWFET가 NMOS처럼 동작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림 12는 PMOS처럼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의 

에너지 장벽의 높이가 그림 11의 에너지 장벽의 높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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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낮기 때문에 그림 10에 보여진 것처럼 PMOS쪽의 

전류량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 

Fig. 11 Energy band diagram according to the voltage 
applied to the drain at Vp=Vc=1V

Fig. 12 Energy band diagram according to the voltage 
applied to the drain at Vp=Vc=-1V

Ⅳ. 결  론

새로운 양극성 이중 독립 게이트 실리콘 나노와이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를 설계하고 두 개의 게이트 및 

소스와 드레인의 일함수를 조정해가며 양극성 특성이 

잘 나타나는 일함수를 선정하여 양극성 특성을 분석하

였다. 적절한 일함수를 선택하여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양극성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검증했다.
이 디바이스에서 주된 전류 메커니즘은 소스/드레인

과 실리콘의 Schottky contact에서 생기는 에너지 장벽

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극성 게이트와 소

스/드레인의 일함수가 상대적으로 제어 게이트의 일함

수보다 전류의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

타나기 때문이다. 
양극성 특성은 특정 일함수, 특정 전압의 조건에서 

드레인 0V를 기준으로 대칭인 |Ids|-Vds 특성을 얻을 수 

있으나 모든  극성 게이트의 전압, 제어 게이트의 전압

에서 대칭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전자와 정공의 

이동도의 차이와 터널링 전류량의 차이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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