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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work, a new method for extracting substrate 
parameters of RF MOSFETs based on 3-port measurement is 
presented using device simulation. A T-type substrate resistance 
network is used. 3-port Y-parameter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 equivalent circuit of RF MOSFETs. All the components 
in the RF MOSFETs when the device is turned off were 
extracted directly from the 3-port device simulation data. The 
small-signal output admittance Y22 can be well modeled up to 
40 GHz. From the 3-port simulation and modeling results, it 
was verified that the proposed equivalent circuit and parameter 
extraction method was more accurate than the single substrate 
resistance model. 

 

I. Introduction 
 

It is known that the substrate resistances have significant 

effect on output characteristics of radio frequency 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s [1]-[2]. However, the 

substrate resistances were simplified to a single substrate 

resistance in some of the conventional models. Earlier reports 

even optimized substrate resistances by curve fitting techniques. 

It is due to that RF MOSFETs were always measured in 

conventional two-port common source configuration. Although 

a simple model with a single substrate resistance has been 

shown to be accurate up to 10 GHz, it deviates from the 

measured data at high frequencies above 10 GHz. Models with 

more substrate resistance components have been reported. 

However, complex optimization was used to extract the 

resistance components.  

In this work, an extraction method based on three-port 

device simulation data is proposed. All the components of the 

substrate-signal coupling network including junction 

capacitances and substrate resistances can be directly extracted 

from the device simulation raw data. The modeled output 

admittance was also shown to match well with the simulated 

one up to 40 GHz.  

 

II. Three-port Extraction Method 
 

Fig. 1 shows a small-signal equivalent circuit of RF 

MOSFET in turn-off region [1]. When the gate voltage VGS is 0 

V. Cgs0 and Cgd0 represent the gate to source and gate to drain 

extrinsic capacitances, respectively. Cgb is the capacitance 

between gate and body. Cjs and Cjd represent the junction 

capacitance of source and drain, respectively. Rsb, Rdb, and Rbb 

represent resistances from source and drain to body, and body 

series resistance, respectively.  

A 3 x 3 Y-parameter matrix can be obtained by three-por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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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quivalent circuit of the RF MOSFET when the device 

is turned off and the intrinsic components are negligible. 

 

The small-signal equivalent circuit shown in Fig. 1 can be 

analyzed in terms of Y-parameters. Some of Y-parameters are 

given by the following equ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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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equations (2)~(10), Cgd0, Cgs0, Cgb, Cjs, Cjd, Rsb, Rdb, 

and Rbb can be extracted from the Y-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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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µm nMOSFETs with 10-µm-width were simulated 

for frequencies up to 40 GHz using ATLAS. Fig. 2 and 3 show 

the extracted results of Cgd0, Cgs0, Cgb, Csb, Cdb, Rsb, Rdb, and 

Rbb from the device simulation data. The bias conditions are 

VDS = 0 V and 1 V at zero gate bias. Fig. 2 and 3 show that the 

extracted parameters remain almost constant with frequency 

and verifies that the proposed model and extraction method is 

accurate and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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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mall-signal parameters extracted at VGS = VDS = 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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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mall-signal parameters extracted at VGS = 0 V and VDS 

= 1 V.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the modeled 

output admittances were compared with the simulated ones. Fig. 

4 (a)~(d) show the simulated and modeled Y22 which the 

substrate resistance affects most. The modeled Y-parameters 

match well with the simulated ones up to 40 GHz. This 

indicates that the extracted resistance components extracted by 

the method in this paper are valid up to 40 GHz. The model 

with a single substrate resistor was also presented in Fig. 4 as 

dashed lines. Note that the single resistor models deviate from 

the simulated ones for frequencies higher than 20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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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deled and simulated Re[Y22] for frequencies up to 40 

GHz. Single Rsub model is denoted by dashed lines. (a) Re(Y22) 

at VGS = VDS = 0 V, (b) Im(Y22) at VGS = VDS = 0 V, (c) 

Re(Y22) at VGS = 0 V and VDS = 1 V, and (d) Im(Y22) at VGS = 

0 V and VDS = 1 V. 

 

V. Conclusion 
 

A new method for extracting substrate parameters of RF 

MOSFETs based on 3-port measurement was presented using 

by device simulation. A T-like substrate resistance network was 

used and the small-signal parameters were extracted from 3-

port device simulation data. The small-signal output admittance 

Y22 can be well modeled up to 40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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