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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극저온에서 다중 게이트 구조인 나노스케일 p-채널 무접합(junctionless) 과 축적모드(accumulation  
mode) 다중 게이트 FET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헬륨을 사용하는 극저온 프로브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소자를 

측정하였다. 극저온과 낮은 드레인 전압에서 무접합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류의 진동 현상이 축적모드 보다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무접합 트랜지스터에서는 채널이 실리콘 박막의 가운데 형성되므로 전기적 채널 폭이 축적

모드 트랜지스터 보다 작기 때문이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며 최대 전달 컨덕턴스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문턱전압이 감소하며 이동도가 증가하는 데서 기인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자의 크기가 나노미터 레벨로 축소되면 양자현상에 의한 드레인 전류 진동이 상온에도 일어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nanoscale junctionless p-channel MuGFET at cryogenic temperature have 
been analyzed experimentally.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using a cryogenic probe station which uses the liquid 
Helium.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drain current oscillation at low drain voltage and cryogenic temperature was 
more pronounced in junctionless transistor than in accumulation mode transistor. The reason for more marked 
oscillation is due to the smaller electrical cross section area of the inversion channel which is formed at the center of 
silicon film in junctionless transistor.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drain current and maximum transconductance were 
increased as the measurement temperature increased.  This is resulted from the increase of hole mobility and the 
decrease of the threshold voltage as the measurement temperature increases. The drain current oscillation  due to the 
quantum effects can be occurred up to the room temperature when the device size scales down to the nanometer level. 

키워드 : 무접합 MuGFET, 극저온, 컨덕턴스 오실레이션, 이동도, 문턱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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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벌크 CMOS 소자의 게이트 길이가 20nm로 

축소되므로 단채널 현상을 비롯한 누설전류의 증가로 

더 이상 소자 크기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
존의 CMOS의 공정과 유사하지만 단채널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비평면 구조의 게이트가 여러 개인 다중 게이

트 FET (MuGFET) 가 차세대 나노레벨 집적회로의 주

된 소자로 유망하다 [1]. 
특히 최근에 제안된 무접합 트랜지스터는 SOI 

(silicon-on-insulator) 기술을 바탕으로 소스와 드레인의 

PN 접합이 없는 즉, 채널과 소스와 드레인을 고농도의 

같은 불순물로 도핑한 구조로서 단채널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소자로 각광을 받고 있다 [2]. 기존의 

CMOS 구조는 단채널 현상을 줄이기 위해 소스와 드레

인 접합의 얇게 하거나 불순물 농도 분포를 급격하게 

해야 하는 어려운 공정이 필요하지만 무접합 트랜지스

터는 소스와 드레인 접합이 없으므로 공정이 훨씬 간단

하는  장점이 있다 [3]. 
앞으로 CMOS 소자의 크기가 10nm 이하로 축소되

면 소자의 크기가 전자의 파장에 비해 많이 크지 않으

므로 전자를 입자로서 뿐만 아니라 파장을 같이 고려해

야 한다. 즉 상온 에서도 양자효과에 의한 소자의 특성 

변화를 고려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수십 나노미터 크기

의 소자를 극저온에서 측정하면 양자효과 에 의한 소자

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극저온에서는 게이

트 전압이 증가하면 드레인 전류의 진동 현상이 발생하

는 것이 문헌에서 보고되었다 [4]. 
이런 현상은 소자의 크기가 나노미터 레벨로 축소

되므로 전도대 내에 밴드 분할이 만들어지게 되고 게

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전자들이 밴드 분할을 채우면서 

밴드 분할 간의 산란현상에 의하여 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이런 드레인 전류의 진동은 측

정온도가 밴드 분할 에너지를 볼쯔만 상수 (KB) 로 나

눈 것 보다 작거나 밴드 분할 에너지를 드레인 전압과 

전하량(q) 곱으로 나눈 것보다 낮을 때 측정이 가능하

다 [5]. 
본인의 선행 연구인 극저온에서 무접합과 반전모드 

(Inversion-mode) n-채널 MuGFET의 컨덕턴스 진동 현

상으로부터 무접합 트랜지스터의 컨덕턴스 진동이 반

전모드 트랜지스터보다 더 심함을 알 수 있었다 [4]. 일

부 연구에서는 상온에서도 나노스케일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컨덕턴스가 진동 현상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5].
현재까지 극저온에서 무접합 p-채널 트랜지스터의 

컨덕턴스나 드레인 전류 진동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극 초저온에서 p-채널 무접합 트랜지

스터와 축적모드 (Accumulation-mode: AM) 트랜지스

터의 드레인 전류와 컨덕턴스 진동을 비롯한 소자의 전

기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Ⅱ. 소자제작 및 측정

무접합 트랜지스터 및 축적모드 트랜지스터는 실리

콘 박막의 두께가 340nm이며 저항이 10-20Ω-cm, 매몰 

산화층 두께가 400nm인 p-형 SOI 웨이퍼 기판을 이용

하여 제작되었다. 열 산화 공정으로 실리콘 박막의 두

께를 10-15nm 로 한 후에 전자 빔 리소그래피와 이온반

응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만들었

다. 게이트 산화층은 건식 열 산화 공정을 이용하여 두

께가 10nm로 되게 성장시켰다. 무접합 소자를 만들기 

위해 붕소이온 주입을 하여 채널 농도가 약  NA=1x1019 
cm-3되게 하였다. 축적모드 트랜지스터는 채널을 도핑

하지 않은 상태로 약 NA=2x1015cm-3 정도 이다. 게이트

는 저 압력 화학증착 공정으로 모든 소자에 50nm 두께

의 다결정 실리콘을 증착한 후에 인을 도핑하여 N++로 

되게 하였다. 
그리고 축적모드 트랜지스터는 BF2를 이온 주입하

여 소스 및 드레인을 형성하였다. 산화층을 증착하고 

콘택을 위한 식각 공정을 한 후에 TiW+Al 금속을 증착

하여 전극을 형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소자는 게

이트 확장 길이가 10nm인 Pi-gate 구조의 다중 게이트 

FET이며 실리콘 박막 두께는 약 10nm이다. 측정에 사

용된 모든 소자의 게이트 길이는 1㎛이고 핀의 폭은 

40nm이며 핀 수는 5이다. 측정은 헬륨을 사용하는 극저

온 프로브 스테이션에서 온칩 상태로 하였으며  

B1500A 반도체 파라미터 분석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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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무접합 트랜지스터의 횡단면 (a) 및 다중 게이트 구조 

(b) 3차원 소자 도식도 

Fig. 1 Schematic diagram of 3-dimensional cross section 
(a) and multiple-gate structure (b) in junctionless transistor

Ⅲ. 결과 및 고찰

그림2는 p-채널 무접합 트랜지스터의 온도 및 드레

인 전압에 따른 드레인 전류 진동을 나타낸 것이다. 드
레인 전압이 -40mV일 때 온도 T=8K에서는 게이트 전

압이 증가할 때 드레인 전류의 진동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온도가 증가할수록 드레인 진동 현상은 

감소하여 T=77K에서는 거의 진동 현상이 사라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드레인 전류의 진동 현상은 밴드 분할 에

너지인 ∆E보다 열에너지 KBT가 더 작은 (KBT<<∆E) 
극저온 조건에서 관측이 가능하므로 측정으로부터 

∆E를 유추할 수 있다. 즉 T=50K에서 드레인 진동 현

상을 관측할 수 있으므로 드레인 전압 -40mV에서 ∆

E=-4meV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b)는 T=8K에서 게이

트 전압에 따른 드레인 전류의 진동을 나타낸 것으로 

드레인 전압이 -4mV에서는 진동이 심하나 -100mV에

서는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qVDS<<∆E 
조건을 만족하는 낮은 드레인 전압에서 드레인 전류의 

진동을 관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보다 높은 드레인 전압에서도 진동을 관측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5].

(a)

(b)

그림 2. 무접합 트랜지스터의 VDS=-40mV일 때 온도 (a) 및 

T=8K일 때 드레인 전압 (b)에 따른 드레인 전류의 진동     

Fig. 2 Drain current oscillation with temperature at VDS= 
-40mV (a) and drain voltage at T=8K (b) in junctionless 
transistor

게이트 전압이 증가로 나타나는 첫 번째 드레인 전류

의 진동은 가전대의 첫 번째 분할된 밴드에 홀이 채워

지면서 나타나는 것이며 두 번째 진동은 게이트 전압의 

증가로 다음 분할된 밴드에 홀이 채워지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드레인 전류의 진동에서 관측되는 부저

항(negative resistance)은 밴드 분할간의 산란으로 인한 

홀의 이동도 감소에 의한 것이다. 드레인 전압이 낮을 

때는 극소수의 홀이 서로 다른 밴드 분할에 해당하는 

채널을 통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지

만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드레인 근처의 채널이 사라

지게 되어 진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일반적으로 온도가 감소하면 이동도가 증가하여 전

류가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림 2(a)로부터 

극저온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드레인 전류가 오히

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 이런 원인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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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온도에 따른 이동도와 문턱전압의 측정결과를 이

용하여 논문의 후반부에 서술되어 있다.

(a)

(b)

그림 3. 축적모드 트랜지스터의 VDS=-40mV일 때 온도 (a) 및 

T=8K일 때 드레인 전압 (b)에 따른 드레인 전류의 진동

Fig. 3 Drain current oscillation with temperature at VDS= 
-40mV (a) and drain voltage at T=9K (b) in AM transistor

그림 3은 축적모드 트랜지스터의 온도 및 드레인 전

압에 따른 드레인 전류의 진동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무접합 트랜지스터와 같이 T=8K에서는 드레인 전류의 

진동 현상을 관측할 수 있으나  T=50K에서는 진동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드레인 전압에 따른 

진동은 무접합 트랜지스터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드레

인 전압이 -100mV에서 약간의 진동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적모드 트랜지스터에서도 온도가 증가할수

록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그림 2와 3으로부터 드레인 전류의 진동 현상은 무접

합 트랜지스터에서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n-
채널 무접합 및 반전모드 트랜지스터에서와 같은 것으

로 채널의 크기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게이트 전

압이 문턱전압보다 클 경우 축적모드 트랜지스터에서

는 3면의 표면에 채널이 형성되므로 채널의 전기적 크

기가 큰 반면에 무접합 트랜지스터에서는 채널이 실리

콘 박막의 중앙에 형성되는 소위 체적 반전이 만들어 

지므로 채널의 전기적 크기가 작게 된다. 작은 소자에

서 진동 현상이 심하게 되므로 같은 측정 조건에서 무

접합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류의 진동 현상이 심하게 

된다 [6].

그림 4. 무접합 트랜지스터의 컨덕턴스 진동

Fig. 4 Conductance oscillation of junctionless transistor

그림4는 T=8K에서 드레인 및 게이트 전압에 따른 무

접합 트랜지스터의 컨덕턴스 진동 현상을 나타낸 것이

다. 드레인 컨덕턴스는 gD=IDS/VDS로 정의 되었다. 
낮은 드레인 전압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 때 밴드 

분할에 홀이 채워지므로 리플모양의 진동 현상을 관측

할 수 있지만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VDS=-1V일 때 온도에 따른 무접합 및 축적모드 소자

의 최대 전달 컨덕턴스 

Fig. 5 Maximum transconductance versus temperature 
in junctionless and AM transistor at VDS=-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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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무접합 및 축적모드 소자의 최대 전달 컨덕

턴스를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달 컨덕턴스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온

도에 따라 이동도가 증가하거나 문턱전압이 감소하는 

데서 기인될 수 있다. 측정결과는 절대온도 100K 이상

에서는 전달 컨덕턴스가 감소하며 그 이하에서는 증가

한다는 참고문헌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8]. 무
접합 소자의 전달컨덕턴스가 축적모드 소자보다 큰 것

은 축적모드의 소자 특성이 좋지 않아 소자의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 VDS=-1V에서 온도에 따른 무접합 및 축적모드 소자

의 문턱전압 변화

Fig. 6 Threshold voltage versus temperature in junctionless 
and AM transistor at VDS=-1V

온도에 따른 최대 전달컨덕턴스가 증가하는 것을 분

석하기 위해 온도에 따른 문턱전압의 변화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온도에 따라 유효질량의 변화등도 있지만 

T=100K이하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불순물의 이온

화 증가로 홀의 수가 증가하므로 문턱전압이 감소하게 

된다. 제작된 축적모드 소자의 문턱전압이 무접합 소자

에 비해 높았으며 온도에 따른 무접합 소자와 축적모드

의 문턱전압 변화는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무접합 소자의 온도에 따른 홀 이동도를 나

타낸 것이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홀 이동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에 의하면 T=85-90K에서 이

동도가 최대가 되며 그 이상과 이하에서는 이동도는 감

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9]. 본 연구의 측정결과는 

참고 문헌과 일치하는 것이다. 약 T=100K 이하에서 이

동도가 증가하는 것은 자가 발화 현상 때문에 소자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이동도와 드레인 전류의 증

가로 이어지고 .또 소자의 온도 증가로 이어지는 정 순

환 효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그림 7. VDS=-40mV일 때 온도에 따른 무접합 소자의 홀이동도

Fig. 7 Hole mobility versus temperature in junctionless 
transistor at VDS=-40mV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p-채널 무접합 트랜지스터

의 극저온에서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극저온에

서 무접합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류 진동 현상이 축

적모드 보다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무접합 트랜

지스터는 채널이 실리콘 박막의 가운데 형성되므로 전

기적 채널 폭이 축적모드 트랜지스터 보다 작기 때문

이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며 최

대 전달 컨덕턴스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문턱전압이 감소하며 이동도가 증

가하는 데서 기인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자의 크기가 

나노레벨로 축소되면 p-채널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

류 진동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양자현상을 고려한 소자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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