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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주파 회로 응용을 위한 GaN HEMT 기술 
황 지 현․장 재 형

광주과학기술원

Ⅰ. 개  요

최근 무선 통신 시장의 확대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걸

쳐 무선 이동 통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 기지국에서의 송수신에 활용될 수 있는 고주파, 고출력
전자소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된 연구도 확대되

고 있다. 기존의 Silicon 또는 SiC에 기반한 고주파용 전력
소자들에서 최근에는 GaN 성장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GaN 
기반 고전자이동도트랜지스터(HEMT: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GaN는 Silicon 및 GaAs에 비해 넓
은 bandgap 특성을 가지며, 높은 breakdown field 특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항복전압 특성을 보인다. 또한
GaN는 4H-SiC보다 높은 전자 이동도 및 포화 전자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높은 주파수 특성 역시 보일 수

있다.[1],[2]

이러한 GaN 기반 HEMT 구조에서는 쇼트키 장벽층(Schot- 
tky barrier layer)로 AlGaN, InAlN 그리고 InAlGaN 등을 연구
하고 있다.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AlGaN/GaN HEMT 구
조에서는 AlGaN 쇼트키 장벽층과 GaN 버퍼층 사이의 격자
부정합에 의해 나타나는 압전분극(piezoelectric polarization)

<표 1> 전력반도체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물질들의 물리적 특

성 비교

물질 Silicon 4H-SiC GaAs GaN

Eg (eV) 1.12 3.2 1.42 3.4

εr 11.8 10 13.1 9.0

μn (cm2/V․s) 1,350 700 8,500 1,300

Ec (106 V/cm) 0.3 3.0 0.4 3.3

νsat (107 cm/s) 1.0 2.0 2.0 2.5

K (W/K․cm) 1.5 4.5 0.5 2.5

과 자발분극(spontaneous polarization)에 의해 이차원 전자 구
름이 계면에 존재하는 양자 우물에 유도되어 높은 전하밀도

를 형성한다. 하지만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AlGaN 쇼트키장벽층을 가지고보다더 높은전하밀도를유
도하기 위해서는 쇼트키 장벽층의 두께를 늘리고, 알루미늄
의 함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AlGaN과 GaN 층의 격자 부
정합으로 인해서 고품질의 두꺼운 AlGaN 쇼트키 장벽층을
성장시키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보통 20 nm 정도의 두께로
성장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 nm의쇼트키장벽층두께를가지는 AlGaN/GaN 

기반의 HEMT 소자에서는 주파수 특성의 향상을 위해서 게
이트 길이(gate length)가 100 nm 이하로 짧아지면 단채널 효
과(short channel effect)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4]. 일
반적으로 트랜지스터에서 게이트 길이(gate length)와 게이
트와 채널 사이의 수직 거리(gate-to-channel distance)의 비율
로 정의되는 게이트 종횡비(gate aspect ratio)가 대략 10 이하
로 작아지면 단채널 효과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서 게이트

길이를 줄이더라도 전자소자의 초고주파 특성이 더 이상 개

[그림 1] GaN 기반 HEMT 구조에서 쇼트키 장벽층의 종류와

두께 변화에 따른 전하밀도 그래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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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수 나노미터의 얇
은 쇼트키 장벽층으로도 2×1013 cm—2 이상의 높은 이차원
전자밀도를 유도할 수 있는 격자 정합된 In0.17Al0.83N/GaN 기
반의 HEMT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5],[6]. 
In0.17Al0.83N/GaN 이종구조에서는 격자 부정합에 의해 나타나
는 압전 분극에의한 전하가 생성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발 분극의 차이만으로도 높은 전자밀도를 형성할 수 있

어, 위의 두 기제에 의해 전자밀도가 형성되는 AlGaN/GaN 
이종 접합구조보다도 높은 전자밀도를 InAlN/GaN 계면에
형성할 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뿐만아니라, 쇼트키장벽
층의 밴드갭 에너지와 격자 상수를 보다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사원계(quaternary) 물질을활용한 InAlGaN/GaN 기반
의 HEMT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In- 
AlGaN과 같은 사원계 물질 구성은 AlN, InN 그리고 GaN 사
이의 불혼화성(immiscibility)에 의한 결함(defects)을 최소화
하여서 5 nm 이하의 매우 얇은 쇼트키 장벽층을 균질하게
성장시킬 수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7].

Ⅱ. GaN HEMT 에피 구조 및 특징

GaAs 또는 InP에 기반한 HEMT 구조에서는 쇼트키 장벽
층에 델타도핑을 수행하며, 이곳에서 생성된 전자들이 이종
접합을 사용하여 형성한 양자 우물로 이동하여 2차원 전자
구름층을 만드는데 반하여, GaN 기반의 HEMT 구조에서는
쇼트키 장벽층의 도핑 없이 이종접합을 형성하는 물질의 분

극의차이때문에생성되는전자들로도양자우물에높은농

도의 2차원 전자구름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GaN 기반의
소자에서는자연적으로에피층사이계면에서의전하들의축

적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에피층 성장 기술이 필수

적이다. [그림 2]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lGaN/ 
GaN 기반의 HEMT 에피 구조와 그 위에 만들어진 트랜지스
터의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GaN HEMT 에피 구조의 위에서부터 먼저, Cap layer는 공
기 중에 노출될 수 있는 쇼트키 장벽층의 표면을 보호하면

서 추후에 소자 공정 시에 오믹 접촉 형성을 용이하게 해주

는 역할을 하게 된다[9],[10]. 그 다음의 쇼트키 장벽층(AlGaN 
barrier)은 게이트와 2-DEG 채널층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

[그림 2] 일반적인 형태의 AlGaN/GaN HEMT 에피 구조와 트

랜지스터 구조[8].

면서 GaN 버퍼층과 함께 분극 현상으로 2차원 전자구름 형
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GaN 버퍼층은 이 뿐만 아니라, 
기판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dislocation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Nucleation layer의 경우에는 버퍼층과 기판(Sub- 
strate) 계면 사이에서의 2차원 전자 유체층의 형성을 최소화
하여 실제 2-DEG 채널층과의 커플링 현상을 방지한다. 그
리고 버퍼층과 기판 사이의 격자 부정합에 의한 Stress를 완
화해 주어서 고품질의 버퍼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Ⅲ. GaN HEMT 공정 관련 이슈

3-1 오믹 접촉 기술

GaN 기반 HEMT 구조는 넓은 밴드갭 에너지와 높은 쇼
트키 barrier height 때문에 다른 반도체 물질들에 비해서 오
믹 접촉 형성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11] 상대적으로 높은
오믹 접촉 저항값은 소스 access 저항을 증가시켜 HEMT 소
자의 고주파 전달 특성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부터
GaN 기반 소자에서의 오믹 접촉 형성의 개선을 위한 연구
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오믹 메탈 시
스템으로는 Ti/Au에서 출발하여 여러 목적에 의하여 현재는
Ti/Al/Ni/Au 시스템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GaN 기
반 HEMT 구조에서 오믹 접촉이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역
할은 GaN과 메탈 시스템의 계면 사이에 형성되는 TiN layer
라 할 수 있다[12],[13]. 하지만 Ti/Al/Ni/Au 시스템을 활용한 오
믹 접촉 공정은 대부분 8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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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온도에 의한 HEMT 에피층의 열화와 메탈 소스들의 확
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고온에서
의 급속 열처리과정에서의 HEMT 에피층의열화와 같은 문
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온에서의 오믹 접촉 형성, 금
을 사용하지 않는 오믹 접촉, 높은 농도로 도핑된 GaN 층을
재성장한 후에 오믹 접촉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3-2 패시베이션 (Passivation)

GaN는 분극 현상에 의해서 전하가 계면 사이에 유도되는
방식에서처럼 표면 전하(surface charge)가 발생하여 소자의
신뢰성에 많은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GaN 표면을 Al2O3 또는 SiNx 
등으로 증착시켜서 표면 전하에 의한 효과를 없애는 패시베

이션 공정을 진행하게 된다[14]. 이는 표면 전하에 의한 효과
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소자 제작을 위해서 거치게 되는
ICP-RIE, RTA, RF sputtering 등의 고 에너지 환경의 공정 단
계에서 GaN HEMT 에피층의 보호막으로써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된다.

3-3 T자 모양의 게이트 기술

HEMT 소자의 소신호 모델 등가회로에서부터 유도되는
전류이득 차단주파수 fT(current gain cut-off frequency)와 최
대 발진주파수 fmax(maximum frequency of oscillations) 값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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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channel 소자의 경우에는 Transconductance, gm, 값이
게이트 길이에 반비례하며, Long channel 소자의 경우에는
gm 값이 게이트 길이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한 마디로, 위의

수식으로부터 전류이득 차단주파수 fT 값의 향상을 위해서
는 게이트 길이를 줄여서 gm 값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또한
최대 발진주파수 fmax 값의 향상을 위해서는 게이트의 단면
적을 증가시켜서 게이트 저항, Rg, 값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고주파의 RF 특성 필요에 따라 HEMT 소자에서는 T자 모양
의 게이트를 만들어서 실제 GaN 표면과 접촉하는 게이트
길이는 줄여서 fT 값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게이트의 단면적
은 증가시켜서 fmax 값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

3-4 게이트 리세스(Gate Recess) 기술

GaN 소자는 분극현상에 의한 2차원 전자구름층을 가지
게되면서외부전압인가없이도채널층이항상 On되어있
는 normally-on 형태의 동작을 하게 된다. 하지만 회로에서
의 응용을 위해서는 normally-off 동작을 하는 HEMT 소자의
개발이 필요하다[15]. 이를 위해서는 게이트와 채널 사이의
수직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게이트 리세스 식각 기술이 요구

되는데, 쇼트키 장벽층의 두께가 AlGaN/GaN의 경우에는 대
략 20 nm, InAlN/GaN 또는 InAlGaN/GaN의 경우에는 대략
5∼8 nm 정도로 얇다는 것을 감안하면, 재현 가능한 수준으
로 수 나노미터 정도를 식각하기 위해서는 낮은 식각속도

및 단원자 수준의 매우 분해능 높은 식각기술과 더불어, 식
각 후 노출되는 쇼트키 장벽층의 표면에 물리적 화학적 결

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non-detrimental 식각 기술이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는 chlorine-based 건식 식각이 게이트 리
세스 에칭 기술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16].

Ⅳ. GaN HEMT 특성 비교 및 분석

<표 2>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는 GaN HEMT 소자
중에서 주파수 특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

자들을 쇼트키 장벽층의 물질 종류에 따라서 정리하여 다른

주요 지표들과 함께 나타내었다. AlGaN의 경우에는 최대
드레인 전류값(Id,max)이 낮고 주파수 특성 역시 다른 쇼트키
장벽층을 사용하는 소자보다 좋지 않다. 이는 AlGaN와 GaN 
채널층 사이의 밴드갭 에너지 차이가 작음으로써 계면에서

의 작은 전도대 오프셋(conduction band offset)과 그로 인한
polarization 도핑 효과가 떨어진다. 이는 곧 2차원 전자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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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쇼트키 장벽층 물질 종류에 따른 GaN HEMT 소자 중
에서 주파수 특성이 가장 우수한 소자들의 비교

AlGaN[17] InAlN[18] InAlGaN[19]

게이트 길이 (nm) 75 30 40

쇼트키 장벽층 두께 (nm) 17.5 8 11

fT (GHz) 152 205 230

fmax (GHz) 149 220 300

·max  (GHz) 150 212 263

gm,,max (mS/mm) 540 462 770

Id,max (A/mm) 1.05 2.18 1.8

농도의 감소로 인한 DC 특성의 열화로 나타난다. 이 뿐만
아니라 AlGaN에서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쇼트키 장벽층 높
이에 의해서 게이트 길이를 최대한으로 줄이더라도 주파수

특성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표 2>에서처럼 InAlN 또는
InAlGaN을 쇼트키 장벽층으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주파수
특성이 좋지 않다. InAlN 또는 InAlGaN에서는 높은 2차원
전자 밀도 및 높은 전자 이동도에 의해서 소자의 DC 특성
이 좋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n, Al, Ga의
조성비를 조절하여 쇼트키 장벽층과 GaN 버퍼층 사이에서
의 strain을 완화시킬 수 있어서 GaN 소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surface states을 줄여서 <표 2>에서처럼 작은 게이트 길
이를 가지는 소자에서 높은 주파수 특성을 얻을 수 있다.

Ⅴ. 맺음말

무선 통신 시장의 확대와 함께 고주파, 고출력 동작 전자
소자에대한사회적수요가급증하면서 GaN에기반한 HEMT 
소자가 단위 전력반도체 소자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GaN 기반의 소자는 AlGaN/GaN HEMT 기술이 가장 성숙되
어 있으며, 이미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고
에서는 GaN HEMT 에피 구조의 성장에서부터 소자를 제작
하기까지 현재의 기술 수준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들에
대한 동향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미래 사회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기저에 에너지의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만

큼 전력관리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

라서 GaN 기반의 HEMT 소자에 대한 연구 역시 확대될 것
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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