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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performed a study that modifies the 
CPW Pad configurations to improve an fmax characteristic of 
metamorphic HEMT. To analyze the CPW Pad structures of 
MHEMT, we use the ADS momentum simulator developed by 
AgilentTM. Comparing the employed structure (G/W = 40/100 

m) , the optimized structure (G/W = 20/25 m ) of CPW 
MHEMT shows the increased S21 by 2.5 dB, which is one of 
the dominant parameters influencing the fmax of MHEMT. To 
compare the performances of optimized MHEMT with the 
employed MHEMT, DC and RF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MHEMT were measured. In the case of optimized 
CPW MHEMT, the measured saturated drain current density 
and transconductance (gm) were 693 mA/mm and 647 mS/mm, 
respectively. RF measurements were performed in a frequency 
range of 0.1~110 GHz. A high S21 gain of 5.5 dB is shown at a 
millimeter-wave frequency of 110 GHz. Two kinds of RF gains, 
h21 and maximum available gain (MAG), versus the frequency, 
and a cut-off frequency (ft) of ~154 GHz and a maximum 
frequency of oscillation (fmax) of ~358 GHz are obtained, 
respectively, from the extrapolation of the RF gains for a device 
biased at a peak transconductance. An optimized CPW 
MHEMT structure is one of the first reports among fabricated 
0.1 m  gate length MHEMTs. 

I. 서론 
 

최근의 수동 이미지 센서, 차량 충돌 회피 시스템, 

구사적으로 이용되는 무기나 radar 등의 W-band 에서 

                                                           
    

사용되는 MMIC 의 적용 범위의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 

왔다. 그에 따른 고 주파수에서 사용하기 위한 

HEMT 의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W-band 나 혹은 이보다 더 높은 주파수에서 

이용되는 능동 소자에 이용하기 위한 많은 구조가 제안 

되어졌고, 그 중에서 MHEMT 는 가장 유력하고 경제성 

있는 소자라 할 수 있겠다. 최근 보고되는 고 주파수 

에서의 HEMT 성능의 경향은 주파수 특성의 증가와 

밀리미터파 대역에서의 낮은 잡음지수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실현 하기 위해 전통적인 두 개의 방법을 현재 

많이 사용 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gate 길이를 

줄이는 방법이다.[1] 이 방법은 고 주파수 특성과 DC 

특성의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이지만 이 

또한 공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0.1µm 이하의 gate 길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채널의 조성비와 활성 영역의 구조를 바꾸는 

등의 에피 구조를 조정하여 원하는 성능을 얻는 

것이다.[2-3] 이 또한 RF 특성이나 DC 특성의 증가 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ad 의 배열을 시뮬레이션 하여 입, 

출력 포트 에서의 패턴 손실을 최대한 줄여 최적의 

HEMT 의 구조를 얻는 방법을 제안하였다.[4-6] 본 

높은 fmax 를 갖는 InGaAs/InAlAs MHEMT 의 Pad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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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Pad layout 의 최적화를 이용하여 높은 fmax 를 

갖는 InGaAs/InAlAs MEHMT 를 제작 하였다.[7-10]  

 

II. 에피 구조와 소자의 제작  

 
MHEMT 의 에피 구조는 4-inch 반절연 GaAs 기판에 

MBE 방법을 통하여 성장 시켰다. 반 절연 GaAs 기판에 

1 µm 의 두께로 InXAlX-1As Greade buffer 층을 0~0.5 의 In 

조성비를 변화 시키면서 성장 시켰다. 그 다음 

buffer 층의 위로부터의 potential impurities 를 막기 

위해서 40 nm 두께의 In0.52Al0.48As 의 buffer 층을 성장 

시켰다. 23 nm 의 채널 층은 double δ-doping 으로 성장 

시켰다. 마지막으로 매우 얇은 In0.53Ga0.48As cap 층을 

소스 드레인 사이의 오믹 접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성장 시켰다. 성장된 에피 구조의 electron sheet 

density 와 mobility 는 실온에서 3.4ⅹ10-12 cm-2 그리고 약 

9700 cm2/Vs 고 각각 측정 되었다.  

 그림 1 (a) 와 (b)는 두 개의 다른 Pad 구조로 제작된 

0.1 µm 의 gate 길이를 갖는 Γ-shaped gate MHEMT 를 

보여주고 있다. MHEMT 의 제작은 최초 

MESA 식각으로부터 시작 된다. H3PO4/H2O2/H2O 식각 

용액과 Hcl/H2O 산화물 식각 용액으로 200 nm 를 

식각하여 격리된 활성 영역을 제공한다. 그리고 

AuGe/Ni/Au 의 오믹 금속 층을 E-gun evaporator 를 

이용하여 130/30/160 nm 를 증착 시키고 320°C 60 sec 의 

조건으로 RTP (rapid thermal pocess)를 이용하여 4ⅹ10-7 

Ω-cm2 의 오믹 접촉 저항을 얻었다. 0.1 µm 의 

gate 길이를 갖는 Γ-shaped gate pattern 은 전자빔 묘화 

장비를 이용하였다. 전자빔 묘화 장비는 50 KeV 의 

가속 전압을 갖고 beam spot size 는 50 nm 이며 beam 

current 는 5 nA 이다.  0.1 µm 의 gate 길이를 갖는 Γ-

shaped gate pattering 은 PMMA 4 % + MCB/P(MMA-

MMA)/PMMA 4 %의 3 층 레지스트를 이용하여 

coating 하고 double electron beam exposure 를 이용 하였다. 

또한 잔여 레지스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O2 

descum 공정을 실시하였다. gate recess 는 구연산/H2O2 

식각용액을 이용하였다. Ti/Au (50/450 nm)의 gate metal 은 

thermal evaporator 를 이용하여 증착 하였다.  

 

 

 
 
 
 
 

 
 

(a) 

 
 
 

 
 

             
 

 

(b) 

그림 1. Plane-view micrographs of the fabricated MHEMTs 

with two different pad configurations  

Ⅲ. 최적화 설계 

그림 2 (a), (b)는 0.1µm 의 gate 길이를 MHEMT 의 

전형적인 layout 을 나타낸 그림이다.  

 

(a) G/ W = 40/100 mm  

 

 

(b) G/ W = 20/25 mm  

그림 2. Layout of MHEMTs with two different pad 

configurations  

W=25µm 

W=100µm 

G=20µm 

G=20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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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MHEMT 구조는 HEMT 와 CPW 의 

결합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이를 "MHEMT Plus 

CPW"구조라고 부를 수 있다, CPW 구조만 을 생각 

하면, CPW 회로의 동작 주파수가 밀리미터파 대역으로 

증가 될 때 단위 길이 당 CPW 의 감쇄는 매우 중대한 

변수 가 된다. 위의 내용은 수동 부분의 설계 최적화가 

transistor 의 고주파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11-12] 그림 3 은 

MHEMT 와 여러 가지 CPW 를 조합하기 위한 S 

파라미터 추출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과 같은 

과정을 이용하여 MHEMT plus CPW 구조의 S21 과 

S12 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S-parameter 

extraction sequence for the MHEMT plus CPW 

structures  

본 논문에서 전송 선로와 ground Pad 사이의 여러 

가지 간격을 CPW 구조에 적용하고 전송선로 의 폭을 

조절하여 momentum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그림 

3 의 G 와 W) 그림 4 는 CPW 구조의 여러 가지 G 와 

W 간격을 조정하여 계산되어 진 0~110 GHz 의 주파수 

범위 에서의 S21 과 S12 이득을 나타낸 그림이다.  

 
(a) 

 
(b) 

그림 4. S12 and S21 parameters of the MHEMTs versus 

frequency extracted at various combinations of G 

and W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의 MHEMT 보다 최적화된 

Pad 를 갖는 (그림 3) MHEMT 구조에서 최대 S21 이 

계산 되어 짐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MHEMT 의 fmax 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가 S21 이득임을 보여준다.  

Ⅳ. 제작된 소자의 특성  

그림 5 과 6 은 제작된 두 가지 Pad 구조를 갖는 

MHEMT 의 I-V 특성 곡선과 전달 컨덕턴스를 

HP4165A DC parameter analyzer 를 이용하였고 RF 

특성은 Anritsu ME7808A broadband vector 

analyzer 를 이용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a) 

 
(b) 

그림 5. Measured (a) I-V and (b)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MHEMTs with two different pad configuration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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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6. Measured (a) S12 and (b) S21 characteristics of the 

MHEMTs versus frequency at two different pad 

configurations  

 그림 5 에서와 같이 두 개의 다른 Pad 구조를 갖는 

MHEMT 는 거의 같은 DC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Idss 와 핀치-오프 전압은 각각 97~100 mA 와 -1.5 

V 를 얻었고 항복전압은 3.5 V 를 얻었다. 또한 최대 

전달 컨덕턴스 (gm,max)은 1 V 의 Vds 와 -0.7 V 의 

Vgs 일 때 640~650 mS/mm 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6 에서는 최적화된 Pad 구조를 갖는 MHEMT 의 S21 

이득이 90~110 GHz 에서 2~3 dB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0 G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시뮬레이션과 거의 비슷한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8 은 제작된 MHE 의 fmax 를 나타낸 그림이다. 

G/W = 20/25 mm 의 Pad 구조를 갖는 MHEMT 의 

경우 fmax 는 358 GHz 가 측정 되었다.  

 

그림 8. Measured MAG of the MHEMTs versus frequency 

at two different pad configurations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MHEMT 에피 구조를 이용하여 0.1 

μ m 의 게이트 길이를 갖는 Γ -shaped gate 를 이용한 

CPW plus MHEMT 의 Pad 구조를 조정하였고 

최적화된 CPW Pad 구조를 제안하여 높은 fmax 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높은 

fmax 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증명 하였다. 최적화된 

Pad 구조의 MHEMT 는 fT 와 fmax 를 각각 154 GHz 와 

358GHz 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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