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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빔 조사를 이용한 질화갈륨 기반 트랜지스터의 내방사선 

특성 연구

Radiation Hardness Evaluation of GaN-based Transistors by Particle-beam Irradiation

금 동 민* ․ 김 형 탁†

(Dongmin Keum ․ Hyungtak Kim)

Abstract –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radiation hardness of GaN-based transistors which are strong candidates for 

next-generation power electronics. Field effect transistors with three types of gate structures including metal Schottky gate, 

recessed gate, and p-AlGaN layer gate were fabricated on AlGaN/GaN heterostructure on Si substrate. The devices were 

irradiated with energetic protons and alpha-particles. The irradiated transistors exhibited the reduction of on-current and the 

shift of threshold voltage which were attributed to displacement damage by incident energetic particles at high fluence. 

However, FET operation was still maintained and leakage characteristics were not degraded, suggesting that GaN-based FETs 

possess high potential for radiation-hardened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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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소자의 단면도. (a) 쇼트키, (b) 리세스, 

(c) p-AlGaN 게이트 구조의 AlGaN/GaN 이종접합 트랜

지스터

Fig. 1 Cross-sectional view of the devices used in irradiation 

test. AlGaN/GaN heterostructure field effect transistors 

with (a) Schottky, (b) recessed, (c) p-AlGaN gate 

structure

1. 서  론

최근 들어 무인 로봇, 무인 차량 등의 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극한환경 개발을 가능하게 할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극한환경 전자기술은 에너지 자원 

발굴과 우주 탐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로 특히 강한 우주 방사

선이 존재하는 우주환경에서는 방사선 내성기술을 이용한 전자부

품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GaN을 기반으로 한 이종

접합 트랜지스터는 기존에 사용되던 Si 및 대체재로 개발되어온 

GaAs, SiC 등에 비해 높은 항복전압과 전자이동도 등 우수한 물

질 특성을 바탕으로 고전압, 고주파 영역의 응용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1, 2]. 게다가 고온, 화학물질, 고방사선등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고, 우주에서의 광대역 통

신 시스템에 적절한 전기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3-5]. 본 논문

에서는 GaN 기반 트랜지스터의 내방사선 특성평가를 위해 가속

기를 활용한 방사선빔 조사를 진행한 후에 그 변화양상을 관찰하

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2. 본  론

실험에 사용된 소자들은 GaN-on Si 기판위에 제작되었고 그

림 1에 박막구조를 포함한 소자 단면도를 나타내었다. 박막 구조

는 (111) Si 기판위에 3.9 μm 탄소 도핑 GaN 버퍼 층, 400 nm 

GaN 층, 20 nm AlGaN 배리어, 4 nm GaN 캡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이트 절연체는 30 nm의 SiNX를 사용하였으며, 게이트 공

정 과정을 변경하여 쇼트키(Schottky), 리세스(recess) 게이트 형

태의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였다. 보다 구체적은 소자 공정과정은 

참고문헌 [6]에 소개되어 있다. p-AlGaN 게이트 구조를 가지는 

트랜지스터는 국내 산업체 연구팀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실험을 진

행하였다. 박막 구조는 (111) Si 기판 위에 3 μm GaN 버퍼, 30

nm AlGaN 배리어, 그리고 Mg가 도핑된 p-AlGaN 게이트 층으

로 구성되어있다. 게이트 전극으로는 400 nm 의 Ni/Au,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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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양성자 조사 전후의 조사선량에 따른 AlGaN/GaN 이종접

합 트랜지스터의 전달 특성 그래프(VD=10 V)와 트랜스컨

덕턴스 그래프(VD=1 V). (a) 쇼트키, (b) 리세스, (c) p- 

AlGaN 게이트.

Fig. 2 Transfer(VD=10 V) and transconductance(VD = 1 V)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proton irradiation as 

the doses increased. AlGaN/GaN heterostructure field 

effect transistors with (a) Schottky, (b) recess, (c) 

p-AlGaN gate structure.

드레인 전극은 190 nm Ti/Al 기반의 오믹 전극을 alloy를 통해 

형성하였다. 방사선빔 조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MC-50 사이

클로트론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빔조사 실험은 상온과 진공 상

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성자와 알파입자선 두 가지 빔을 이용하

였다. 

2.1 양성자 조사

GaN 기반 트랜지스터의 양성자 조사 효과에 관한 다양한 조

건들을 이용한 연구가 널리 보고되어 왔다. B. D. Weaver et al. 

에서는 2 MeV의 빔에너지와 6×1014 cm-2 의 조사선량으로 실험

을 진행하였고, 양방향의 문턱전압(Vth) 변화와 최대 트랜스컨덕

턴스의 감소 등의 특성을 나타냈으며 다양한 기판에서의 양성자 

조사 효과를 관찰하였다[7]. L. Lv et al.에서는 AlGaN/GaN 사

이에 AlN 층을 삽입한 AlGaN/AlN/GaN 구조에서 양성자 조사 

효과를 관찰하였고, 양성자 조사 환경에서 인가되는 전압의 효과

는 J. Chen et al. 에 보고되어 있다[8, 9]. GaN 이종접합 반도체

는 강력한 분극효과로 인하여 도핑을 하지 않아도 높은 채널 농

도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10, 11]. 그러나 이로 인한 공핍형

(depletion-type) 동작은 전력반도체소자로서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증강형(enhancement-type)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인위적인 소자공정 혹은 공정의 변경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다양

한 공정을 활용하여 증강형 동작을 구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게이트 식각, 불소 주입, p타입 GaN 게이트와 Si FET와의 

집적화가 있다[12-15]. GaN 반도체 소자의 양성자 조사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공핍형 동작의 쇼트키 게이트 구조에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쇼트키 게이트 구조뿐만 

아니라 리세스 구조와 p-AlGaN 게이트 구조를 가지는 GaN 기

반 트랜지스터에 대한 양성자 조사를 통해 내방사선 평가를 진행

하였다.

양성자 빔은 5 MeV의 빔에너지, 50 nA의 빔전류로 5×1014, 

1015 cm-2의 조사선량으로 조사되었으며, 방사선 안전성 문제로 

인해 하루의 차폐 기간을 가진 후에 방사선 조사 후 소자 특성

이 측정되었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 등이 존재하는 저지구

궤도(Low earth orbit)에서 약 10 년간 노출되었을 때, 약 5×109 

cm-2 정도의 양성자 조사선량이 누적될 수 있음[16]을 고려하면 

본 실험에 사용된 조사선량은 GaN 기반 트랜지스터의 강한 내방

사선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빔에너지는 Al 감쇄

판을 통과하여 20에서 5 MeV로 변조되었다. 빔에너지와 조사선

량은 기존에 보고된 양성자 조사 효과 관련 논문들을 참고하여 

충분히 트랜지스터의 열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설정하

였다[17-18]. Monte Carlo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Stopping 

and range of ion in matter(SRIM)을 이용하여 빔조사 조건에서 

양성자의 침투 깊이를 추출하였다[19]. SRIM 시뮬레이션에서 양

성자의 침투 깊이는 약 212 μm로 계산되었으며, 조사된 양성자

가 GaN 버퍼층을 지나 Si 기판까지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Silvaco TCAD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에서 Si 기판에 잔존할 것으

로 추측되는 양성자들은 트랜지스터의 동작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채널 영역은 표면으로부터 

약 30 nm로 양성자의 침투 깊이는 MeV 단위의 높은 에너지가 

사용되므로 이에 비해 상당히 깊고, 채널 영역 부근에 생성된 결

함 밀도는 균일할 것이다. 

그림 2와 3은 양성자 조사 전후의 전달 특성 그래프, 트랜스

컨덕턴스 그래프와 출력 특성 그래프이다. 양성자 조사 이후에 

쇼트키, 리세스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온저

항(specific Ron), 온전류, 문턱전압 등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온저

항은 출력 특성 그래프의 최대 게이트 전압 그래프의 선형 영역

에서 추출되었고, 문턱전압은 전달 특성 그래프의 최대 트랜스컨



Trans. KIEE. Vol. 66, No. 9, SEP, 2017

방사선빔 조사를 이용한 질화갈륨 기반 트랜지스터의 내방사선 특성 연구             1353

  (a)

  (b)

                             (c) 

그림 3 양성자 조사 전후의 조자선량에 따른 AlGaN/GaN 이종접

합 트랜지스터의 최대전류 (Imax) 출력 특성 그래프. (a) 

쇼트키 (VG=1 V), (b) 리세스 (VG=10 V), (c) p-AlGaN 

게이트 (VG=6 V).

Fig. 3 Maximum current (Imax) output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proton irradiation as the doses increased. 

AlGaN/GaN heterostructure field effect transistors 

with (a) Schottky (VG=1 V), (b) recess (VG=10 V), (c) 

p-AlGaN gate (VG=6 V).

그림 4 양성자 조사 전후의 GaN(0002) XRD 커브

Fig. 4 XRD curve of GaN(0002) before and after proton 

irradiation.

덕턴스 구간에서 접선을 그어 x 절편을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

었다. 1015 cm-2의 조사선량에서 쇼트키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온

저항이 2.18에서 2.95 Ω·cm2으로 증가하고 문턱전압은 –3.54에

서 –2.54 V로 변하였으며, 트랜스컨덕턴스는 85.1에서 51.6 mS/ 

mm로 감소하였다. 리세스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온저항이 2.36에

서 3.3 Ω·cm2으로 증가하고 문턱전압은 1.59에서 3.93 V로 변하

였으며, 트랜스컨덕턴스는 27.4에서 16.7 mS/mm로 감소하였다. 

2DEG 채널의 전자농도감소는 문턱전압의 양방향 이동을 일으키

고 이와 함께 채널 전자의 이동도 감소는 전체 트랜지스터 온전

류를 감소시킨다. 양성자 조사의 의해 반도체 결정 내에 생성되

는 displacement damage는 결함을 생성시킴으로서 전자 농도와 

이동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Displacement damage

는 irradiation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화기구로서 입사하는 고에너

지의 입자들이 격자를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원자들이 원

래 위치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반

도체 내부를 이동하는 전자들에게 작용하는 주기적 포텐셜의 변

위가 발생하여 전기적으로는 전자의 이동을 산란시키는 역할을 

한다[20-22]. 양성자 조사 후 트랜지스터의 특성 변화를 유발한 

전자 농도와 이동도의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Transfer 

Line Method(TLM) 측정을 양성자 조사 전후로진행하고, 컨택 

저항과 면 저항을 추출하였다. TLM 패턴의 간격은 2 에서 12 μ

m까지 존재하고, 폭은 50 um이다. 컨택 저항은 0.34에서 0.37

Ω·mm로 증가, 면 저항은 364에서 684 Ω/sq로 증가하였다. 전

자 농도, 이동도 감소와 저항 성분 증가의 상관 관계는 B. D. 

White et al. 논문에서 보고된 바 있다[18]. 한편, p-AlGaN 게이

트 트랜지스터는 온저항 증가, 온전류 감소, 트랜스컨덕턴스 감소

가 동일하게 관찰된 반면에 문턱전압은 다른 게이트 구조의 트랜

지스터와 변화의 방향이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온저항은 1.89에서 3.28 Ω·cm2으로 증가하고, 문턱전압은 

1.02에서 0.85 V로 변하였으며, 트랜스컨덕턴스는 17.3에서 6.5 

mS/mm로 감소하였다. TLM 측정 결과, 컨택 저항은 0.95에서 

2.3 Ω·mm로 증가, 면 저항은 2574에서 5073 Ω/sq로 증가하였

다. 게이트 구조에 따른 주요 파라미터들의 특성변화를 표 1에 

정리하였다. 양성자 조사에 의한 displacement damage를 확인하

기 위하여 X-Ray Diffraction(XRD) 커브를 양성자 조사 전후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XRD 분석은 비파괴적

인 방법으로 고체의 결정질과 결함 밀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

다[23]. 그림 4에서 주요 peak인 GaN(0002)의 XRD 신호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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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타입
Specific Ron (mΩ·cm2) Vth (V) gm.max @VD=1V (mS/mm)

Unirradiated Irradiated Unirradiated Irradiated Unirradiated Irradiated

쇼트키 2.18 2.95 -3.54 -2.54 85.1 51.6

리세스 2.36 3.3 1.59 3.93 27.4 16.7

p-AlGaN 1.89 3.28 1.02 0.85 17.3 6.5

표  1 1015 cm-2 조사선량에서의 게이트 타입에 따른  양성자 조사 전후의 주요 파라미터 변화

Table 1 Parameter changes before and after proton irradiation at fluence of 1015 cm-2 according to gate type

(a)

(b)

그림 5 Silvaco TCAD 전산모사 결과. p-AlGaN 게이트 AlGaN/ 

GaN 이종접합 트랜지스터의 p-AlGaN 층의 정공 농도에 

따른 (a) 전도대의 변화 양상 (VD=VG=VS=0 V)과 (b) 전

달 특성 그래프 (VD=10 V).

Fig. 5 Silvaco TCAD simulation results. (a) conduction band 

profile (VD=VG=VS=0 V) and (b) transfer characteristics 

of AlGaN/GaN heterostructure field effect transistors 

with p-AlGaN gate structure as hole concentration of 

p-AlGaN layer changed (VD=10 V).

그림 6 양성자 조사 전후의 리세스 게이트 AlGaN/GaN 이종접합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누설전류 특성.

Fig. 6 Gate leakage characteristics of AlGaN/GaN hetero- 

structure field effect transistors with recess gate 

structure before and after proton irradiation. 

가 방사선 조사 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반도체 

결정질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결정질의 손상은 결정배열의 

규칙성이 깨진데 기인하며 전하의 트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displacement damage에 의한 트랜지스터의 특성 

변화를 뒷받침 한다.

앞서 p-AlGaN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경우 다른 게이트 구조의 

트랜지스터와 달리 양성자 조사 후 문턱전압이 음의 방향으로 이

동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 소자 구조와 쇼트키 게이트 트랜지스

터 사이의 차이점은 증강형 동작을 위해 적용된 AlGaN 배리어층 

위에 있는 p-AlGaN 게이트층의 유무이다. 그러므로 p-AlGaN 

게이트 트랜지스터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문턱전압의 음방향 

변화 현상은 p-AlGaN층의 특성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p-AlGaN 게이트 소자 변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Silvaco Atlas TCAD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전산모사를 진행하

였다. p-AlGaN 층의 정공 농도의 증감에 따른 전도대의 변화 양

상(그림 5(a))과 전달 특성 변화 그래프(그림 5(b))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p-AlGaN 층의 정공 농도 감소는 일함수 차이를 변

화시켜 AlGaN/GaN의 계면에 위치한 전도대 끝부분을 fermi 

level쪽으로 이동시켰다. 그에 따라서 전달 특성에서 문턱전압 이

하의 부분이 음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lGaN 게이트 구조의 트랜지스터는 양성자 조사가 발생시킨 

displacement damage에 의해 전류와 전자이동도가 감소하는 한

편 p-AlGaN 게이트층의 정공 농도 감소가 발생하여 문턱전압이 

음의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판단된다. p-AlGaN 층의 정공 농도 

감소는 결정질 손상에 따른 p-type 불순물의 불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심도 있는 추가연구가 필

요하다.

양성자 조사에 따른 GaN 트랜지스터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의 열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이트 누설 전류 와 게이트 

커패시턴스 특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6에서 게이트 누설전류는 

양성자 조사 후에도 조사 전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7

의 게이트 커패시턴스 특성에서 전달 특성과 마찬가지로 문턱전

압의 양방향 변화가 보였으며, 최대 정전용량 값과 그래프의 개

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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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양성자 조사 전후의 리세스 게이트 AlGaN/GaN 이종접합 

트랜지스터의 커패시턴스-전압 특성 (f=1 MHz).

Fig. 7 Capacitance-voltage(C-V) characteristics of AlGaN/ 

GaN heterostructure field effect transistors with gate- 

recessed structure before and after proton irradiation 

(f=1 MHz).

(a)

                           (b)

그림 8 1015 cm-2 양성자 조사선량에서의 어닐링 실험 전후의 쇼

트키 게이트 AlGaN/GaN 이종접합 트랜지스터의 (a) 전

달 특성 그래프 (VD=10 V), 트랜스컨덕턴스 특성 그래프 

(VD=1 V)와 (b) 출력 특성 그래프 (VG=1 V).

Fig. 8 (a) Transfer (VD=10 V), transconductance (VD=1 V) 

and (b) output (VG=1 V) characteristics of AlGaN/GaN

heterostructure field effect transistors with  Schottky 

gate structure irradiated by proton dose of 1015 cm-2

before and after annealing treatment.

조건에서는 양성자 조사 후에도 트랜지스터의 특성 변화를 발생

시킬 정도로 게이트 절연막이 열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양성자 조사 전후로 게이트 절연막이 없는 쇼트키 게이트 

소자와 절연막이 존재하는 리세스 게이트 소자의 변화를 비교할 

때 특성 변화의 양상이 동일하므로 본 실험에서 관찰된 열화 현

상은 반도체 채널 영역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자에 적용된 게이트 절연막의 내방사선성의 보다 정확

한 평가를 위해서는 Time 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 

(TDDB)와 고온 측정 등의 추가적인 신뢰성 분석을 진행할 필요

가 있다.

2.2 어닐링 효과

고온 어닐링은 변위된 원자를 재배열함으로써 반도체 결정의 

열화된 전기적 특성을 회복할 수 있다. 방사선 조사로 인한 

displacement damage를 확인하기 위해서 Rapid Thermal 

Annealing(RTA)를 이용한 고온 어닐링 실험을 진행하였다. 어닐

링 조건은 절연막의 성장온도를 고려하여 300 ℃로 정하고 5분의 

시간동안 진행하였다. 그림 8은 어닐링 전후의 쇼트키 게이트 구

조 트랜지스터의 전달 특성 그래프와 출력 특성 그래프이다. 리

세스 게이트 구조를 가지는 트랜지스터도 어닐링 이후에 유사한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파라미터들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어닐링 

이후 쇼트키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온저항이 2.95에서 2.42 

Ω·cm2으로 감소, 문턱전압은 –2.54에서 –2.73 V로 변화, 트랜

스컨덕턴스는 51.6에서 59.7 mS/mm로 증가하였다. 리세스 게이

트 트랜지스터는 온저항이 3.3에서 3.06 Ω·cm2으로 감소, 문턱전

압은 3.93에서 3.07 V로 변화, 트랜스컨덕턴스는 16.7에서 21.8

mS/mm로 증가하였다. TLM 측정 결과, 컨택 저항은 0.37 

Ω·mm로 유지, 면 저항은 684에서 549 Ω/sq로 감소하였다. 어

닐링 이후 트랜지스터의 열화된 특성의 부분적 회복을 통하여 재

배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닐링 이후 주요 파라미터들의 

특성 변화를 표 2에 정리하였다.

게이트 

타입

Specific Ron 

(Ω·cm2)
Vth (V)

gm.max @VD=1V 

(mS/mm)

Irradiated Annealed Irradiated Annealed Irradiated Annealed

쇼트키 2.95 2.42 -2.54 -2.73 51.6 59.7

리세스 3.3 3.06 3.93 3.07 16.7 21.8

표 2 어닐링 실험 전후의 주요 파라미터 변화

Table 2 Parameter changes before and after annealing 

treatment

2.3 알파선 조사

GaN 기반 트랜지스터의 알파선 조사 효과는 양성자에 비해 

그 연구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알파선은 CMOS로 구현한 회

로에서 Soft error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24-25]. GaN 기반 트랜지스터의 알파선 조사 효과를 관찰함으

로써 GaN 물질을 이용한 우주 통신 시스템의 대체 가능성을 가

늠할 수 있을 것이다. 알파선 조사는 쇼트키 게이트 구조를 가지

는 GaN 기반 트랜지스터에 진행하였다. 알파선 빔은 18 MeV 의 



전기학회논문지 66권 9호 2017년 9월

1356

(a)

                            (b)

그림 9 1015 cm-2 조사선량의 알파선 조사 전후의 쇼트키 게이트 

AlGaN/GaN 이종접합 트랜지스터의 (a) 전달 특성 (VD= 

10 V) 그래프, 트랜스컨덕턴스 특성 그래프(VD=1 V)와 

(b) 출력 특성 그래프(VG=1 V)

Fig 9. (a) Transfer(VD = 10 V), transconductance(VD = 1 V) and 

(b) output(VG = 1 V) characteristics of AlGaN/GaN

heterostructure field effect transistors with Schottky 

gate structure before and after alpha-particle

irradiation with dose of 1015 cm-2

빔에너지, 50 nA의 빔전류로 1015 cm-2의 조사선량으로 조사되었

다. SRIM 시뮬레이션에서 알파선의 침투 깊이는 약 2 mm로 에피

를 뚫고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9는 알파선 조사 전후의 

전달 특성 그래프와 출력 특성 그래프이다. 알파선 조사 이후에 

트랜지스터는 양성자 조사와 유사한 특성 변화를 나타내었다. 

1015 cm-2 의 조사선량에서 쇼트키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온저항이 

2.56에서 5.93 Ω·cm2으로 증가, 문턱전압은 –3.4에서 –2.16 V으

로 변화, 트랜스컨덕턴스는 66.6에서 27.8 mS/mm로 감소하였다. 

알파선 조사 전후의 TLM 측정 결과, 컨택 저항은 1.13에서 2.56 

Ω·mm로 증가, 면 저항은 410에서 1129 Ω/sq로 증가하였다. 홀 

측정을 통하여 면 저항, 이동도, 면 전하 밀도 변화를 확인하였

다. 면 저항은 433에서 1363 Ω/sq로 TLM 측정 결과와 유사하게

증가, 이동도는 1620에서 722 cm2/V·s로 감소, 면 전하 밀도는 

8.87×1012에서 6.34×1012 cm-2로 감소하였다. 알파선 조사 이후의 

주요 파라미터들의 특성 변화를 표 3에 정리하였다. 양성자 조사 

결과와 그 변화 양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알파선 조사 또한 파라

미터들의 열화 현상이 displacement damage에 의한 것으로 추

정된다. 

게이트 

타입

Specific Ron 

(Ω·cm2)
Vth (V)

gm.max @VD=1V 

(mS/mm)

Irradiated Annealed Irradiated Annealed Irradiated Annealed

쇼트키 2.56 5.93 -3.4 -2.16 66.6 27.8

표  3 1015 cm-2 조사선량에서의 알파선 조사 전후의 주요 파

라미터 변화

Table 3 Parameter changes before and after alpha-particle 

irradiation at fluence of 1015 cm-2

3. 결  론

GaN 기반 트랜지스터에 사이클로트론에 의한 고에너지 양성

자와 알파입자선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소자들의 특성 변

화를 관찰하였다. 양성자 조사는 쇼트키게이트, 리세스 게이트, 

그리고 p-AlGaN 게이트 구조를 갖는 소자에 진행되어 문턱전압

의 이동, 온전류의 감소, 그리고 온저항의 증가 등이 관찰되었다. 

TLM과 XRD 분석을 빔조사 전후에 수행하여 면저항의 증가와 

결정성의 열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TCAD 전산모사로부터 

p-AlGaN 게이트 구조에서 관찰된 문턱전압의 음방향 변화 현상

은 p-AlGaN 층의 정공 농도 감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소자열화의 주요원인은 입사하는 고에너지 양성자에 

의한 격자원자들의 변위, 즉 displacement damage에 의해 발생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열화된 전기적 특성들은 고온 어닐링에 

의해 격자들이 재배열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회복됨이 관찰되었

다. 한편 쇼트키 게이트 소자에 알파입자선 조사를 진행하였고 

알파입자선 역시 양성자와 유사한 열화 특성을 유발함을 관찰하

였다. 기존 Si 혹은 GaAs 소자의 내방사선 조건 대비 100 배정

도 높은 선량(fluence)에서도 GaN 기반 소자들은 트랜지스터 특

성을 유지하는 강한 내방사선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향후 미래 우주공학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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