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AlGaN/GaN HEMT 제작을 위한 

CMOS 호환 가능한 Au-free 접합 

 

 

CMOS compatible Au-free contacts for 

AlGaN/GaN HEMT fabrication 

 

 

 

2019 년 0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정보공학부 

이 철 희 



 

  

AlGaN/GaN HEMT 제작을 위한 

CMOS 호환 가능한 Au-free 접합 
 

 

 

지도 교수  서 광 석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0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정보공학부 

이 철 희 

 

이철희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02 월 

 

위 원 장         이 종 호         (인) 

부위원장         서 광 석         (인) 

위    원         차 호 영         (인) 



 

 i 

초    록 

 
GaN 는 Si 대비 넓은 밴드갭과 빠른 모빌리티를 가지는 특성 때문에 

고전력/고주파 전력 소자 부분에서 차세대 반도체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Si 에 비해 공정비용이 매우 비싸며 집적도가 떨어져 

GaN 으로만 회로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GaN/Si 단일 집적 공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GaN 공정에서는 Au 의 사용되고 있지만 Si CMOS 공정과 호환되기 

위해서는 Au 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Au-free GaN 

공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GaN/Si 

집적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Au-free GaN 공정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ohmic contact 과 gate electrode 에서 TiN 물질이 많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산화 되지 않으면서 금속과 비슷한 수준의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열적 안정성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CMOS compatible Au-free GaN HEMT 공정개발에 

앞서 사용되는 TiN 의 최적화를 통해 100μΩ∙cm 이하의 비저항값을 

얻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Au-free ohmic contact, Au-free schottky 

contact 에 적용하여 각각 산화 방지막, schottky metal electrode 

응용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GaN HEMT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ift-off 공정 대신 etch-back 공정을 통해 CMOS compatible 공정을 

연구하였으며 낮은 contact resistance 를 가지는 Au-free ohmic 

metal stack 을 개발하였고 최종적으로 CMOS compatible Au-free 

GaN HEMT 공정을 개발하였다. 

 

 

 

 

 

 

 

주요어 : Au-free, Ohmic contact, schottky contact, etch-back, 

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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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현재 Si 기반의 반도체 소자들은 저렴한 생산비용과 높은 집적도 

덕분에 오랜 기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Si 전력 반도체의 

경우 고전력, 고주파 및 고온 동작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합물 반도체(II-VI, III-V)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III-V 족 화합물 반도체에 속하는 

GaN 의 경우 밴드갭이 크기 때문에 고전압 환경에 적합하며 또한 높은 

전자 포화속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주파 동작 및 낮은 온-

저항 특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어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1].  

GaN 물질의 경우 에피의 성장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공정단가가 

비쌀 뿐만 아니라 p-type 도핑이 어려워 집적도 또한 Si 기반의 

반도체 소자 대비 단점이 있기 때문에 GaN 의 경우 반도체 소자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Si CMOS 와 단일 집적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GaN 공정 과정에서는 Au 가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우수한 전도성 특징과 산화되지 않는 장점을 바탕으로 GaN 에서 좋은 

품질의 ohmic 특성과 게이트 메탈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u 의 사용은 Si 공정에서 금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deep trap 

level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i CMOS 호환 가능한 GaN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Au-free GaN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은 연구기관에서 Au-free GaN 공정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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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Au 기반의 ohmic contact 과 schottky contact 에 비해 특성이 

떨어지는 큰 단점이 있어 Au-free GaN 의 각각 metal contact 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ohmic contact 의 경우 Au 기반의 ohmic 

contact 보다 contact resistance 값이 크고 또한 일반적으로 Au-free 

GaN ohmic 에서는 Ti/Al 기반의 metal stack 이 사용되는데 이의 경우 

ohmic metal 의 산화가 된다는 문제점 있어 산화 방지 메탈에 대한 

연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schottky contact 의 경우 MoN, Ni, 

TaN, TiN 등 여러 후보가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 TiN 는 전기적 및 

열적으로 안정하며 세라믹에도 불구하고 메탈에 준하는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gate electrode 로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  개요 

 

 

본 논문은 CMOS 호환 가능한 Au-free GaN ohmic/schottky 

contact 공정확립 및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각각 contact 에 필요한 TiN 박막의 공정조건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증착 방식은 스퍼터 방식으로 Ar/N2 혼합 

가스와 Ti target 를 기반으로 RF 반응성 스퍼터링으로 진행하였다. 

박막의 quality 를 평가하는 기준은 비저항값으로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TiN 을 증착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기적 특성인 비저항값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TiN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진행방향은 가스 유량, 공정 압력,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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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 온도를 변화하며 진행되었다. 앞서 연구한 TiN 를 사용하여 ohmic 

contact 에서 산화방지 층으로 사용하였으며 schottky gate 

contact 에서는 gate electrode 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Au-free ohmic contact 에서는 CMOS 호환 가능한 

공정이 되기 위해서 과거 lift-off process 을 통한 metallization 을 

대체하여 etch-back process 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특성 분석을 통해 

공정확립 및 Au 기반의 ohmic 특성에 준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Au-free Schottky contact 에서는 ohmic 의 

metallization 과 마찬가지로 etch-back process 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른 etching issue 및 해결을 설명하고 gate electrode 에 대한 DC 

특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기술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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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스퍼터 TiN 박막 

 

 

2.1  Au-free GaN HEMT에서 TiN의 역할 

 

Au-free ohmic contact 의 경우 일반적으로 GaN/Ti/Al metal 

stack 을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Ti 의 경우 GaN 과 

낮은 Schottky barrier height 를 가짐과 동시에 열처리를 통해 alloy 를 

진행하게 되면 GaN/Ti 간 반응으로 TiN 가 형성되고 이 때 발생한 N 

vacancy 가 donor 불순물처럼 작용하여 매우 높은 n-doping 상태를 

만들어 ohmic contact 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Al 는 GaN/Ti 간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며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전류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Al 이 산화되기 

쉬운 금속으로 알려져 있으며 Al 이 가장 위층에 분포할 경우 

전류특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화방지막으로 TiN, W, MoN 등 여러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  

Au-free schottky gate contact 의 경우 TiN, Ni, W 등 schottky 

barrier height 가 높은 물질들이 많이 사용된다. 이 중 TiN 는 

세라믹임에도 불구하고 금속에 준하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며 전기적 및 

열적 안정성이 뛰어나며 산화되지 않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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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속에 준하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TiN, 즉 좋은 질의 

TiN 를 증착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물질에 대한 이론이 명확하지 않고 전기 전도성 특성은 

DC 스퍼터, RF 스퍼터, ALD, CVD 등 여러 증착 방법에 따라 다르며 

또한 같은 스퍼터의 경우에도 여러 장비마다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특성 범위는 전기 전도성의 역수인 비저항값으로 볼 때 수 십 ~ 수 천 

μΩ∙cm 로 매우 넓다. 즉, TiN 의 비저항값을 낮추는 연구는 여전히 

이슈로 남아있다.  

본 장에서는 Au-free GaN contact 에 필요한 TiN 을 전기적 

중점으로 연구한 것을 설명한다. 증착 방식은 반응성 RF 스퍼터 

방식이며 Ar/N2 가스의 비율, 공정 압력, RF 파워, 증착 온도를 각각 

변화시켜가며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특성 평가는 절연체 위에 TiN 를 

증착하여 전기적 특성을 4-probe 측정을 통해 면저항을 측정하여 

비저항값을 평가하였다. 

  

 

2.2  TiN 연구 

 

연구에 사용되는 가스는 Ar(99.9999 %), N2(99.9999 %)가 

사용하였으며 스퍼터 타겟은 Ti(99.999 %) 사용되었다. 공통적으로 

모든 실험은 Base pressure ~ < 4E-7 torr 에서 타겟 클리닝 및 

진공도를 뽑기 위해 Ti dummy 을 15 분 증착(~200nm)한 뒤 진공도를 

~ < 8E-8 torr 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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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기체 유량비에 따른 변화 

 

그림 1 가스 비율에 따른 TiN 의 비저항값과 증착속도 특성 

 

공정압력은 1 mtorr 에서 진행되어졌으며 RF 파워는 500 W 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N2/(Ar+N2) 비는 9 ~ 70 %로 총 가스의 유량은 

35 sccm 미만으로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1mtorr 에서 공정을 진행할 

경우 공정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터보 펌프의 최대 임계점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TiN 반응성 스퍼터 방식에서는 충분한 질소 가스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TiN 상이 아닌 Ti 상이 증착되기 때문이다. 

그림 1 을 보면 질소 가스가 약 10 % 미만의 경우 Ti 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증착된 박막의 색으로 쉽게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Ti 상은 은색을 띄게 되고 질소 가스가 13 % 이상의 

경우 TiN 상의 색깔인 금색을 띄게 된다. 따라서 사용된 스퍼터 

장비에서 최소 가스 비율은 13 % 이상에서 증착을 해야 반응성 

스퍼터에서 TiN 를 얻을 수 있다. 실험 자료를 보면 질소 가스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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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비저항값 특성이 점차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2.2.3 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이는 다른  

 

2.2.2  공정압력 및 파워에 따른 변화 

 

 

 

 

 

공정조건은 질소 가스 비율을 70 %을 고정하고, 파워 또한 600 

W 로 고정한 뒤 공정 압력을 변화시켜가며 진행하였다. 그림 2 를 보면 

공정 압력이 증가할수록 비저항값 특성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장비의 시스템에서 공정 압력이 높을수록 그만큼 

불순물이 많아져서 반응성 스퍼터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 근거로 그림 3 에서 보면 공정 압력이 높을수록 C, O 

성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정 압력이 높을수록 TiN 

박막이 TiN crystal orientation 이 TiN(111)방향으로 성장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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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condition 
- Base pressure :  ~ 6E-8 torr 

- Working pressure : 1~3mtorr 

- N
2
 ratio 70 % 

- RF power : 600 W 

그림 2 공정 압력에 따른 TiN 의 비저항값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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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이 때 TiN(111)이 TiN(200)보다 더 민감하게 불순물과 

반응하기 때문이다 [2]. 

 

 

 

그림 3 공정 압력에 따른 SIMS 분석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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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파워에 따른 TiN의 비저항값과 증착 속도 특성 

 

그림 4 는 파워에 따른 TiN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파워가 

높을수록 TiN 의 증착속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비저항값 특성 또한 

Process condition 
- Base pressure :  ~ 6E-8 torr 

- Working pressure : 1mtorr 

- N
2
 ratio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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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파워가 높을수록 TiN 가 밀도가 

높은 결정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그림 2 와 그림 4 에서 

확인한 조건 방향인 공정압력을 낮추고 파워를 높이는 방향으로 증착할 

경우 박막의 기계적 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2.3  기판 온도에 따른 변화 

 

일반적으로 TiN 는 venting 될 때 표면이 산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5 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고온에서 venting 될수록 

산화되는 정도는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21]. 

 

 

 

그림 5 XPS를 통해 측정한 venting 온도에 따른 TiN 표면의 산소 농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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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증착 실험에 앞서 이러한 효과를 방지하고자 TiN 를 증착완료 

한 뒤 표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Ti 50 nm 를 증착하여 wet 

etching 을 통하여 산화 방지막을 제거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림 6 Venting 시 박막 표면 산화 방지를 위해 Ti 산화 방지막을 덮고 etching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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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질소 가스가 33 %인 조건에서 각각 상온과 400oC 에서 증착하였을 때 

Ti 산화 방자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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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질소 가스가 70 %인 조건에서 각각 상온과 400oC 에서 증착하였을 때 

Ti 산화 방자막의 효과  

 

그림 7 과 그림 8 는 각각 질소 가스 비율이 33 %, 70 % 일 때의 

상온과 400oC 에서 증착한 비저항값 특성을 나타낸다. 질소가 33 % 일 

경우 Ti 산화 방지막의 효과를 크게 확인할 수 있다. 산화 방지막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동일한 조건의 상온에서 증착한 TiN 는 

비저항값이 약 42 % 증가하였다. 하지만 Ti 산화 방지막을 사용한 경우 

venting 될 때 표면 산화를 Ti 산화 방지막이 보호하여 비저항값 특성이 

상온과 비교하였을 때 약 40 %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고온에서 증착한 박막은 표면 산화를 막게 된다면 우수한 TiN 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림 9 를 보면 질소 가스가 70 %인 

TiN 는 Ti 산화 방지막의 유무에 상관없이 400oC 에서 증착한 결과 

모두 100 μΩ∙cm 미만의 개선된 비저항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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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알려진 TiN 의 표면 산화 특성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XRD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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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여러 조건으로 증착한 TiN 의 XRD 분석 자료 

 

 

 

 

그림 9 은 XRD 분석 자료이다. 질소 가스 비율이 33 %인 TiN 와 

70 %인 TiN 분석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TiN(200)/TiN(111)의 

비율을 보면 질소 가스 비율이 33 %인 TiN 는 0.66, 질소 가스 비율이 

70 %인 TiN 가 0.91 로 훨씬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온에서 

증착을 하게 되면 그 비율은 3.31 로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N(200)/TiN(111)의 비율이 큼에 따라 비저항값 또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TiN(111)보다 TiN(200) 결정구조가 보다 

밀도가 높은 결정구조로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는 구조로 보여지며 

 

TiN(111) 

TiN(200) 
280 uΩ∙cm 

93.7 uΩ∙cm 

95.4 uΩ∙cm 

160.1 uΩ∙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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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ng 될 때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표면 산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결정구조를 TiN(200)가 지배적인 박막으로 증착할 경우 

표면 산화를 산화 방지막 없이 방지할 수 있으며 전기적 특성 또한 

개선할 수 있다. 실험 결과로 미루어보아 질소 가스 비율이 많을수록, 

파워가 높을수록, 기판 온도가 높을수록 증착된 TiN 는 TiN(111) 

결정구조에서 TiN(200)결정구조로 변해가며 낮은 비저항값을 가지는 

우수한 TiN 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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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Au-free ohmic contact 

 

 

3.1  Au-free ohmic contact issue  

 

일반적인 GaN ohmic contact 은 AlGaN/GaN 구조인 에피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AlGaN/GaN 구조는 GaN 자체의 물질의 특성상 

도핑을 하지 않아도 캐리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면전하가 크고 두 물질 

계면에서 lattice mismatch 로 인해 압전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더 많은 

면전하가 발생하여 2-DEG(2 dimensional electron gas)가 계면의 

GaN 부분에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AlGaN/GaN 구조는 

AlGaAs/GaAs 와 달리 도핑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전하를 움직일 

수 있는 채널을 형성할 수 있다. 발생한 2-DEG 채널은 도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물 이온에 의한 산란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전자 

이동도가 빠르며 포화 속도 또한 높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Si 대비 높은 전류밀도를 가지며 고전력/고주파 소자로서 차세대 

반도체로 유망한 물질이다. 이러한 GaN 의 ohmic contact 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그림 10 을 보면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Ti/Al/X/Au 또는 Si/Ti/Al/X/Au 의 metal stack 이 많이 

사용된다 [4]. 이 때 X metal 은 Ni/Mo/Ti 등 Al/Au 의 혼합 및 각 

metal 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그림 11 은 Au-free ohmic 

metal stack 을 나타내며 Au 대신 TiN, MoN, W 등 물질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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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u-based ohmic metal stack 도식도 [4] 

 

그림 1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u-free ohmic metal stack 도식도 

 

이 중 ohmic contact 에서 가장 중요한 metal 은 Ti/Al 이다. 그 

이유는 Ti 는 GaN 과 직접 닿는 메탈로서 metal 의 일함수가 작아 

schottky barrier height 가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GaN 의 일반적인 



 

 16 

경우는 그림 12.(a)에서 보면 반도체의 일함수가 metal 의 일함수보다 

작은 경우이다. 또한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으로 인해 실제로는 metal 

종류의 상관없이 barrier 가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페르미 

레벨 피닝이란 이론적인 반도체와 다르게 실제로 반도체는 표면에 

수많은 원자 간 결합이 불완전한 dangling bond 로 인해 수많은 계면 

레벨 준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림 12 GaN 과 metal 의 접합의 ohmic 밴드다이어그램 (a) 도핑 전, (b) 도핑 

후 [5] 

이러한 이유 때문에 ohmic contact 은 실제로 그림 12 의 (a)와 

같이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ohmic contact 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계면 부근의 반도체를 매우 높은 수준의 n-type 도핑을 하여 

그림 12 의 (b)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 터널링 전류가 지배적인 

메커니즘으로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좋은 ohmic contact 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barrier 가 낮도록 일함수 차이가 작은 metal 이 

필요하며 매우 높은 도핑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ohmic contact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GaN 과 

ohmic contact 을 형성하는 metal 로서 적합한 물질이 바로 Ti 이다. Ti 

일함수는 약 4.3 eV 이고 GaN 은 4.1 eV 이기 때문에 (Ti :  schottky 

barrier Φb=ΦTi-ΦGaN=0.2 eV) barrier 가 매우 낮은 meta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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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etallization 이 끝난 후 열처리 과정에서 GaN/Ti 계면 사이의 

반응이 발생하는데 GaN 에서 발생한 N vacancy 는 Ti 와 결합하여 

TiN 를 형성하게 되고 동시에 donor-like 불순물로 작용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n-type 도핑을 하게 되어 우수한 ohmic contact 을 형성하게 

된다 [19,23]. 

그림 13 를 보면 실제로 TiN 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의 (a)는 Au-based ohmic contact 으로 일반적으로 

~800oC 에서 열처리 되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게 TiN 를 형성하게 되는 

반면 그림 13 의 (b)는 Au-free ohmic contact 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500oC 에서 열처리 되기 때문에 TiN 가 계면에 균일하고 매끄럽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그 다음으로 Al 의 역할은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Ti 의 전기 전도성을 보완하여 전류 특성을 

개선시키고 또한 과도한 TiN 가 형성되면 void 로 인해 ohmic 

contact 이 불안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적절한 GaN/Ti 간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용된다. Al 은 산화되기 쉬운 metal 이기 

때문에 그 위에 산화를 방지하고자 Au 가 사용된다. 하지만 Al 과 Au 

모두 열처리 과정에서 확산이 심한 metal 이라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이에 Ni 또는 Mo 과 같은 확산 방지층을 삽입하여 최종적으로 

Ti/Al/X/Au metal stack 의 ohmic contact 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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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열처리 후 TEM 단면 사진 (a) Au-based ohmic, (b) Au-free ohmic 

 

하지만 CMOS 호환 가능한 공정이 되기 위해서는 Au-free GaN 

ohmic contact 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u 의 

사용을 금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CMOS 공정에서 Au 는 Si 에서 

deep trap level 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GaN ohmic contact 의 경우 일반적으로 Au-based ohmic contact 이 

연구되기 때문에 Au-free ohmic contact 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일반적인 Au-free ohmic 의 수준은 Au-based 

ohmic 보다 contact resistance 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큰 값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통상적인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ohmic contact 의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CMOS 공정의 경우 metallization 이 

이루어질 때 PR 의 영향을 받지 않는 etch-back 공정이 채택되고 있는 

반면 GaN 의 metallization 은 lift-off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MOS 호환 가능한 공정이 되기 위해서는 etch-back 을 

통한 metallization 공정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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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u-free ohmic contact 의 목표는 Au-based ohmic 

contact 에 준하는 contact resistance 혹은 그 이상의 특성을 가지며 

동시에 CMOS 호환 가능한 공정이 되기 위해서 etch-back 공정을 

확립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Au-free ohmic 의 issue 로 크게 재연성, Au 를 대체할 

산화 방지막 물질, Au-based ohmic contact 대비 큰 contact 

resistance(Ω∙mm)을 다루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재연성 

issue 다. 과거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연성의 문제였다. 불명확한 

원인으로 재연성 문제가 발생하여 Au-free ohmic contact 을 연구하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 Au 를 대체할 산화 방지막 

물질이다.  공정 상의 issue 로 metallization 을 진행할 경우 in-situ 로 

산화되지 않는 막을 증착해야 하는데 과거 E-beam evaporator 장비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물질의 부재가 있었다. 세 번째, Au-based ohmic 

contact 대비 큰 contact resistance 이다. Au-based ohmic contact 의 

contact resistance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0.2~0.3 Ω∙mm 범위의 값을 

가지는 반면에 Au-free ohmic contact 의 contact resistance 의 경우 

일반적으로 0.5 ~ 3.0 Ω∙mm 범위의 값을 가지며 이는 Au-based 

ohmic contact 의 특성보다 배 이상으로 저하된 특성을 가지며 또한 

넓은 범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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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정에 따른 Au-free ohmic contact 특성 

 

 

3.2.1  Lift-off 와 Etch-back 공정의 차이 

 

CMOS 호환 가능한 공정이 되기 위해서는 Lift-off 방식이 아닌 

Etch-back 공정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GaN 공정의 

metallization 은 Lift-off 방식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 이유는 

metallization 의 편의성과 Ti/Al/Ni/Au 과 같은 metal stack 의 

etching 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어떻게 Etch-

back 공정의 확립 및 특성의 개선을 하였는지 기술하였다. Ohmic 

contact 의 특성평가는 ρc(contact resistance : Ω∙mm) 으로 

진행하였으며 평가방법은 TLM(Trasmission Line Method)을 

채택하였으며 거리는 4 μm, 6 μm, 8 μm, 10 μm, 14 μm 으로 

진행하였다. 에피 구조는 그림 14 와 같다. Lift-off 와 Etch-back 공정 

모두 공통적으로 SiN cap 10 nm ohmic metal 이 올라갈 부분을 SF6 

가스를 통한 RIE plasma 20 W (DC 4 V) 방식으로 완전히 

etching 하였고 GaN cap/AlGaN barrier 층은 ICP plasma source 

power 350 W, bias power 4 W(DC bias 5 V) dry etching 완전히 

etching(~27 nm)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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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사용된 에피의 구조 (Enkris epi) 

 

Metallization 은 스퍼터로 증착되었으며 Ti/Al/TiN (20/100/20 

nm)의 stack 을 사용하였다. Ti/Al/TiN 각각 metal 의 증착조건은 다음 

표 1 와 같다. 

 

 

 RF power 

(W) 

공정 압력 

(mtorr) 

증착 속도 

(Å/sec) 

Ti DC 200 W 3 0.6 

Al DC 500 W 5 2.67 

TiN RF 600 W 1 0.375 

표 1  Ohmic metal 의 사용된 스퍼터 metal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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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Metallization 전 Lift-off 공정 도식도 

 

 

 

 

그림 16 Lift-off 공정을 통한 열처리 온도에 따른 contact resistance 특성 

 

그림 15 는 Lift-off 공정에서 metallization 전의 도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6 은 Lift-off 공정을 통한 열처리 온도에 따른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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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특성을 나타낸다. 결과는 550oC 에서 최저점인 0.56 Ω∙mm 

값을 가졌다. 

 

 

그림 17 Lift-off 공정을 통한 Ti/Al ratio 에 따른 contact resistance 특성 

다음 그림 17 은 Ti/Al ratio 에 따라 contact resistance 특성 

변화를 연구하였다. Ti/Al 가 20 % 일 때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Au-based ohmic contact 의 특성 대비 큰 contact 

resistance 값을 가지며 재연성 문제 또한 남아있다. 이 때 재연성의 

문제를 PR 의 영향으로 생각하여 Etch-back 공정을 채택하여 

진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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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Metallization 전 Etch-back 공정 도식도 

 

 

 

Metallization 은 Lift-off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그림 

18 은 metallization 전 etch-back 의 도식도를 나타낸다. 그림 15 와 

다르게 PR 이 없기 때문에 강한 산처리를 못하였는데 이와 달리 그림 

18 의 Etch-back 공정은 PR 의 접촉이 없는 구조로서 metal 증착 전 

SPM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SPM 용액은 H2SO4:H2O2 (4:1) 을 끓이지 

않고  1 분동안 진행하였다. Metallization 진행 후 positive PR 

masking 으로 하여 ICP-plasma 방식의 source power 350 W, bias 

power 10 W (DC 20 V) BCl3/Cl2 가스로 한 번에 35sec 진행되었다.  

Passivation layer 인 SiNx 는 etch stop layer 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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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공정 방식 및 열처리 온도에 따른 contact resistance 특성 

 

 

그림 20 TLM 거리에 따른 총 저항 특성 및 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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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을 보면 Etch-back 공정을 통한 ohmic contact 의 특성이 

550oC 에서 마찬가지로 최저점을 보였으며 Lift-off 공정 대비 약 

67 % 개선된 0.22 Ω∙mm 특성을 가졌다. 이는 Au-based ohmic 

contact 의 준하는 특성이며 Au-free ohmic contact 특성 중에서도 

매우 낮은 특성을 가졌다. 또한 재연성 문제가 해결되었고 동시에 

CMOS 호환 가능한 공정이 확립되었으며 CMOS 호환 가능한 metal 

stack 을 확립하였다. 개선된 이유로는 PR 의 영향으로 Lift-off 

방식에서는 metallization 전 SPM 전처리가 불가능하여 metal 이 

올라가는 영역에 PR 잔여물 및 기타 불순물의 영향으로 재연성 및 

특성의 저하를 야기하였다면 Etch-back 공정에서는 SPM 전처리가 

가능하여 효과적으로 산화막, PR 잔여물 및 기타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표면을 얻어내어 특성 개선 [20] 및 

재연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20 을 보면 균일도 

또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그림 17 에서 Ti/Al ratio 가 

20 % 이상에서 특성 변화를 다음 표 2 에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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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세부조건 변화 및 특성 개선 

 

 

 

표 2 Ti/Al ratio 및 온도에 따른 contact resistance 특성 

Ti/Al ratio 가 20 % 일 때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였으며 Ti 가 

너무 과다한 50 %의 경우 ohmic contact 이 형성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Ti/Al ratio 가 높을수록 높은 열처리 온도에서 최적점을 

가지며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다. 반대로 Al-rich 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 최적점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contact 

resistance 또한 Ti-rich 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진다 [17].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Ti/Al ratio 가 20% 일 때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였으며 

열적 특성 평가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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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Ti/Al ratio 와 열처리에 따른 contact resistance 특성 [17] 

 

또한 표면 특성을 AFM 을 통해 분석하였다. 측정 크기는 5 x 5 

um 이며 스캔 방식은 contact mode 로 측정하였다. 

 

 

 

그림 22 Au-based ohmic 의 AFM 5 x 5 um 이미지 (Rq=22.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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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Au-free ohmic 의 AFM 5 x 5 um 이미지 (Rq=2.4 nm) 

 

그림 24 Au-based ohmic 과 Au-free ohmic 의 TLM 패턴 현미경 사진 

 

그림 21 를 보면 Au-based ohmic 은 고온에서 열처리되기 때문에 

표면의 거칠기가 매우 좋지 않다. 튀어나온 hill-rock 의 경우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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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 두께의 높이를 가지며 뒤에 후속공정에 악영향을 미칠 잠재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림 22 를 보면 Au-free ohmic 은 저온 열처리되기 

때문에 표면의 거칠기가 매우 부드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은 TLM 패턴 현미경 사진을 나타낸다. 육안으로 쉽게 표면의 

거칠기를 파악할 수 있다. 표면의 거칠기는 Au-based ohmic 대비 

Au-free ohmic 이 약 9 배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다른 연구기관과 Au-free ohmic contact 특성 비교 

최종적으로 Au-free GaN ohmic contact 은 CMOS 호환 가능한 

metal stack 및 Etch-back 공정을 확립하였다. 또한 재연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으며 특성 또한 Au-based ohmic 에 준하는 특성을 

가졌다. 그림 24 을 보면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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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Au-free schottky contact 

 

Au-free schottky contact 으로 사용되는 gate electrode 는 

Ni/W/TiN 등 일함수가 큰 물질들이 사용된다. 그 중 TiN 는 전기적 및 

열적 안정성이 뛰어나 연구가 홥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 2 장에서 적용한 TiN 를 바탕으로 공정이 진행되었다. Ohmic 

contact 과 마찬가지로 Gate 에 Schottky contact 또한 일반적으로 

Ni/Au 가 사용되고 있다. Ni 은 일함수가 큰 metal 로서 GaN 과 

contact 하였을 때 높은 schottky barrier height 를 가진다. (Ni : Low 

schottky barrier Φb=ΦNi-ΦGaN=1.1 eV). 그리고 Au 가 사용되는 

이유는 Ni 의 산화를 방지하고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u-free schottky contact 에서 TiN 는 산화 방지 및 높은 

schottky barrier height 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4.1  TiN etching issue 

 

Au-free ohmic contact 과 마찬가지로 gate metallization 또한 

Lift-off 대신 Etch-back 공정 확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Ni/Au 

공정은 편리한 Lift-off 공정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CMOS 호환 가능한 

공정이 되려면 Etch-back 공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정 상 TiN 를 

etching 하는데 etching selectivity issue 가 발생했다. Etching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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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wet etching 과 dry etching 으로 나누어진다. Wet etching 의 경우 

TiN 는 SC-1 용액 (NH4OH:H2O2:H2O 1:2:5)으로 etching 된다 [15]. 

하지만 PR masking 으로 etching 이 진행하기 때문에 selectivity 

부분에서 큰 issue 가 있다. (PR:TiN 70:1) 100 nm 의 TiN 을 

etching 하기 위해서는 PR 의 두께는 7μm 이상이 필요하다. 두꺼운 

PR 을 사용할 경우 문제점은 gate length 의 define 이 어렵다는 것이다. 

1 μm 의 gate length 를 define 할 수 없기 때문에 wet etching 으로만 

etching 하기는 어렵다. 또한 dry etching 의 경우 TiN 는 SF6 또는 

BCl3/Cl2 가스의 플라즈마에 etching 된다 [13,14]. PR 과의 

selectivity 문제는 없지만 플라즈마를 사용한 etching 이기 때문에 밑에 

passivation layer 인 SiNx 막에 플라즈마 대미지를 주게 된다. 이로 

인해 pulsed I-V 특성에 특성저하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전부 dry 

etching 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두 가지 wet etching 과 dry 

etching 의 각각 장점을 살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림 26 Dty etching 및 wet etching 과정 도식도 

 

ICP plasma BCl3/Cl2 가스를 사용하여 dry etching 으로 대부분을 

etching 하고 마지막 일부를 SC-1 용액으로 Etch-back 공정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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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etching 의 경우 ICP plasma 방식으로 source power 350 W, 

bias power 10 W (DC 20 V), 가스는 BCl3/Cl2 를 사용하여 

etching 하였다. Dry etch rate 은 분당 40 nm/min 를 가진다. Dry 

etching 에 사용된 TiN 조건은 제 2 장에 잡은 RF power 600 W, 공정 

압력 1 mtorr, N2 ratio 70 %, 상온에서 증착한 조건을 사용하였다. 

 

 

 

그림 27 BCl3/Cl2 가스를 이용한 dry etching 시간에 따른 TiN 두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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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SC-1 을 통한 wet etching 시간에 따른 TiN 두께 변화 

Wet etching 의 경우 SC-1 용액으로 etching 진행하였으며 etch 

rate 은 10 nm/min 이다. Wet etching 에 사용된 TiN 의 조건은 Dry 

etching 조건과 동일하며 단 RF power 300 W 조건을 사용하였다. 

GaN/TiN 의 계면에 스퍼터 damage 를 고려하여 300 W/ 600 W 를 

사용하였으며 총 gate metal 의 TiN 는 20/80 nm (300 W/ 600 W)가 

사용되었다. Dry etching 으로 600 W 의 TiN 를 etching 하고 나머지 

20 nm 의 300 W TiN 를 wet etching 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비교하기 

위해 기존의 Ni/Au gate 소자도 동시에 제작하였다. 

 

 

4.2  Device 특성 

 

Ohmic contact 에서 연구한 동일한 에피를 사용하였으며 ohmic 

contact 을 형성한 뒤 소자 간 영향을 받지 않게 MESA isolatio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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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뒤 스퍼터를 통해 TiN 를 증착하고 Etch-back 공정을 통해 

소자를 완성하였다. 소자의 입체 도식도는 그림 29 와 같다. Gate field 

plate 가 존재하는 T gate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소스와 드레인 방향으로 

각각 1 ㎛ 씩 덮여있다. 공정은 먼저 ohmic contact 을 진행하였으며 

lift-off 공정을 통해 Si/Ti/Al/Mo/Au 50/200/800/350/500Å을 E-

Beam evaporator 로 metallization 하였으며 800oC 에서 1 분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MESA isolation 을 RIE plasma 방식의 

BCl3/Cl2 가스 기반의 45 mTorr, 75 W (DC 100 V)로 약 400 nm 를 

etching 하였으며 BOE 30:1 전처리 후 N2 plasma 50 W 로 2 분 동안 

진행한 뒤 Cat-CVD 로 SiNx 140 nm 를 증착하였다. 다음으로 gate 

부분을 패터닝한 뒤 RIE plasma 방식의 SF6 가스 기반으로 100 

mTorr, 20 W (DC bias 4 V) etching 한 뒤 BOE 30:1 전처리 후 

스퍼터에 로딩하여 상온에서 Ar gas : 20 sccm, N2 gas : 10 sccm 로 

N2 ratio 33 %, 공정 압력 1mTorr, RF power 300 W (DC 220 V) 로 

20 nm 증착한 뒤 Ar gas : 10 sccm, N2 gas : 35 sccm 로 N2 ratio 

70 %, 공정 압력 1mTorr, RF power 600 W (DC 330 V)로 80 nm를 

증착하여 총 100 nm 의 TiN 를 증착 후 positive PR 를 masking 으로 

하여 4.1 에서 설명한 Dry etching + wet etching 을 통해 완성하였다. 

 

그림 29 만들어진 소자의 입체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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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DC 특성 

 

 

그림 30 TiN gate 소자의 transfer 특성 

 

 

그림 31 Ni/Au gate 소자의 transfer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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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TiN gate 소자의 log scale 드레인 전류 및 게이트 전류 특성 

 

 

 

 

그림 33 Ni/Au gate 소자의 log scale 드레인 전류 및 게이트 전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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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TiN gate 소자의 family curve 특성 

 

 

그림 35 Ni/Au gate 소자의 family curve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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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30 를 보면 만들어진 소자 특성은 VD=10V 일 때 각각 

TiN gate 소자와 Ni/Au gate 소자의 트랜스퍼 곡선을 나타낸다. TiN 

gate 소자의 경우 VG=1V 일 때 최대전류 ID=600 mA/mm, 최대 

트랜스컨덕턴스 gm=150 S/mm 를 가지며 Ni/Au gate 소자는 최대 전류 

550 mA/mm, 트랜스컨덕턴스 gm=140 S/mm 을 가진다. 그림 31,32 는 

각각 TiN gate 소자와 Ni/Au gate 소자의 드레인 전류 및 게이트 

전류의 log scale 그래프이다. 그림 31 에서 TiN 소자의 경우 드레인 및 

게이트의 누설 전류가 약 6 x10-8 mA/mm 로 매우 낮으며 그림 32 의 

Ni/Au gate 소자 특성을 보면 드레인 및 게이트의 누설 전류가 약 2 x 

10-4 mA/mm 이다. 또한 SS (Subthreshold slope)를 살펴보면 TiN 

gate 소자의 특성은 81 mV/dec 특성을 보이며 Ni/Au gate 의 경우 97 

mV/dec 특성을 가진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Ni/Au gate 대비 드레인/게이트 누설 전류 특성이 4 order 이상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Ni/Au 증착과 다르게 TiN 증착 과정에서 N2 

플라즈마로 인해 누설 전류 통로가 되는 N vacancy 의 생성을 억제하여 

Ni/Au gate 대비 누설 전류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16].  그림 

34,35 는 각각 TiN 와 Ni/Au gate 소자의 family curve 를 나타내며 

VG=-5~1V, step : 1V 씩 진행하여 측정하였다. 전류가 포화되는 

지점인 pinch-off 포인트가 TiN gate 소자의 경우 VG=1V 기준 

7V 이며 Ni/Au gate 소자의 경우 약 12~13V 로 매우 높은 값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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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Pulsed I-V 특성 

 

 

소자는 Width 는 50 ㎛ x 2 로 구성되어 있으며 Lgd : 1um (Gate 

to drain length), Lsd : 5um (Source to drain length), Lgf : 1um (Gate 

field plate length), Lg : 1um(Gate length)로 진행되었다. Pulsed I-V 

측정은 pulse width 200 ns 주기를 측정하였다. 소자의 입체 도식도는 

그림 29 와 같다. 

 

 

그림 36 TiN gate 소자의 pulsed I-V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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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Ni/Au gate 소자의 pulsed I-V 특성 

 

 

Pulsed I-V 특성의 경우 TiN gate 및 Ni/Au gate 소자 모두 gate 

lag 현상이 심각한 특성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gate 영역 SiNx 을 dry etching 할 때 

발생하는 plasma damage 이다. in-situ Si3N4 위에 Cat-CVD 140 nm 

SiNx 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때 etch rate 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etching 되는 영역에 원하지 않은 plasma damage 발생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완전하지 않은 passivation layer 의 특성 부족 현상으로 인한 

표면 트랩 차지현상을 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원인을 보여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PMA 를 400oC, 600oC 에서 각각 5 분 동안 진행하였다. 

그림 38,39 를 살펴보면 PMA 를 할수록 pulsed I-V 특성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assivation layer 의 hardening 효과로 인해 trap 

state 가 감소함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큰 gate lag 및 drain lag 

특성저하가 있기 때문에 passivation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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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TiN gate 소자의 400oC PMA 후 pulsed I-V 특성 

 

 

 
그림 39 TiN gate 소자의 600oC PMA 후 pulsed I-V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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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앞으로의 과제 

 

 

 

5.1  결 론 

 

본 논문은 차세대 기술로 Si CMOS 와 GaN 의 단일 집적화를 위한 

GaN 의 Au-free contact 에 대해 연구하였다. Au-free contact 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TiN 에 대하 연구를 스퍼터를 통해 

진행하였고 가스 유량비, 공정 압력, RF 파워, 기판 온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특성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앞서 연구된 TiN 를 응용하여 

각각 ohmic contact 에는 Au 를 대체할 산화 방지막으로 사용되고 

schottky contact 에서는 산화 방지 및 높은 schottky barrier height 를 

가지는 역할로 연구되었다. 두 contact 모두 CMOS 호환 가능한 Etch-

back 공정을 확립하였으며 ohmic contact 부분에서는 재연성 문제 해결 

및 Au-based ohmic 에 준하는 contact resistance 특성이 0.22 

Ω∙mm 에 도달하였으며 표면이 부드러운 Au-free ohmic contact 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schottky contact 부분에서는 TiN 를 gate 

electrode 로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인 소자의 특성을 가지며 특히 드레인 

누설 전류가 Ni/Au gate 대비 3.5 order 이상 개선됨을 보였다. 즉, 

CMOS 호환 가능한 GaN 의 공정의 확립 및 특성 개선을 이루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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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앞으로의 과제 

 

300 W 의 TiN 를 계면에 사용되었지만 보다 더 낮은 파워의 TiN 

연구가 필요하다. 스퍼터의 근본적인 문제는 스퍼터 대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스퍼터 대미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 ~ 100 W 수준의 파워를 사용한다. 하지만 현재 장비에서 

이 수준의 파워를 사용하여 증착하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TiN 는 기계적 스트레스가 큰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계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또한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강하게 발생하면 

소자의 신뢰성 특성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낮은 파워의 TiN 연구와 이를 통한 소자의 특성 평가를 통해 

스퍼터 대미지를 평가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동시에 TiN 의 장점인 

전기적 및 열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전기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특성 변화와 고온에서의 전류/전압 특성 변화를 측정하여 

신뢰성이 높은 Au-free GaN HEMT 을 만드는 것이 최종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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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MOS compatible Au-free contacts 

for AlGaN/GaN HEMT fabrication 
 

Cheol-Hee Lee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aN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next-generation 

semiconductor in high-power / high-frequency power device 

because of its wide band gap and rapid mobility characteristics 

compared to Si. However, the GaN / Si single integrated process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disadvantages because the 

process cost is very high compared to Si, and the circuit is difficult 

to construct only with GaN because of low integration. Generally, 

Au is used in the GaN process but it is prohibited to use Au in order 

to be compatible with the Si CMOS process. However, research on 

Au-free GaN process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u-free GaN process for GaN / Si integration process. 

Generally, TiN material is widely used in Au-free ohmic contact 

and gate electrod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has a similar 

electrical conductivity to that of a metal without being oxidized, and 

in particular has thermal stability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the resistivity of 100μΩ · cm or less was obtained 

by optimization of TiN used before the CMOS compatible Au-free 

GaN HEMT process development. Based on this, it was applied to 

Au-free ohmic contact and Au-free schottky contact as capping 

layer to prevent oxidation, and schottky metal electrode 

applications. In addition, we have studied the CMOS compatible 

process through the etch-back process instead of the lift-off 

process commonly used in the GaN HEMT process. We also 

developed a Au-free ohmic metal stack with low contact resistance 

and finally fabricated a CMOS compatible Au-free GaN HETM 

process . 

Keywords : Au-free, Ohmic contact, schottky contact, etch-

back, 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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