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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57) 요약

소형화·저원가화를 실현하면서 잡음을 저감할 수 있는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를 제공한다. 반절연성의 GaAs기판(1) 위

에는, 불순물이 주입되지 않은 i-GaAs로 이루어지는 버퍼층(2) 및 고농도의 n형 불순물이 주입된 n+GaAs층(3)이 순서대

로 형성되어 있다. n+GaAs층(3) 위에는, 저농도의 n형 불순물이 주입된 n-GaAs층(4)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n+GaAs층(3)위에서 n-GaAs층(4)이 형성되지 않는 개구영역에는, 캐소드 전극(6)이 형성되어 있다. n-GaAs층(4)위에는,

애노드 전극(5)이 형성되어 있다. n+GaAs층(3)은, 캐리어 농도가 5 ×1018cm-3로 높고, 캐소드 전극(6)과 오믹 접촉한다.

n-GaAs층(4)은, 캐리어 농도가 1.2 ×1017cm-3로 낮고, 애노드 전극(5)과 쇼트키 접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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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절연성의 GaAs기판 위에, 버퍼층, 고캐리어 농도GaAs층 및 저캐리어 농도GaAs층을 순서대로 에피택셜법으로 적층형

성한 에피택셜구조와,

상기 고캐리어 농도GaAs층과 오믹 접촉하도록 형성된 캐소드 전극과,

상기 저캐리어 농도GaAs층과 쇼트키 접촉하도록 형성된 애노드 전극을 구비하고,

상기 저캐리어 농도GaAs층을 포함하는 활성영역은 캐소드 전극 및 애노드 전극의 각각을 평면에서 보아 레이아웃 패턴에

있어서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캐리어 농도GaAs층의 캐리어 농도는 1 ×1017∼8 ×1017cm-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캐리어 농도GaAs층의 두께는 1000 ∼ 4000Å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캐리어 농도 GaAs층의 캐리어 농도는 1 ×1018 ∼ 5 ×1018cm-3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캐리어 농도GaAs층의 두께는 1000 ∼ 6000Å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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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캐소드 전극은, 제 1캐소드 전극 및 제 2캐소드 전극을 갖고,

상기 제 1캐소드 전극 및 상기 제 2캐소드 전극 및 상기 애노드 전극은 서로 평행방향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

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평행방향을 따른 상기 애노드 전극의 길이인 애노드 폭 및 상기 평행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을 따른 상기 애노드 전극

의 길이인 애노드 길이는, 애노드 폭/애노드 길이 = 1/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평행방향을 따른 상기 애노드 전극의 길이인 애노드 폭은 4 ∼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애노드 폭은 4 ∼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에 관하며, 특히, 마이크로파·밀리미터파대의 전자·통신 기기에 이용되는 믹서에 있어

서의 잡음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마이크로파·밀리미터파대 믹서를 포함하는 소자를 한 개의 기판상에 탑재한 MMIC(Monolithic Microwave IC: 모노리틱

마이크로파 집적회로)는 고성능화뿐만 아니라 소형화·저원가화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밀리미터파 시스템에는 100kHz과

같은 낮은 IF(Intermediate Frequence : 중간주파)신호로 변환하는 호모다인 방식이 많이 채용되고 있다. 호모다인 방식

에서 사용되는 수신 믹서는, 잡음지수NF(Noise Figure)의 저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낮은 IF주파수로 변환하는 믹서의

잡음지수NF는, 믹서가 사용하는 소자의 1/f잡음에 크게 영향을 준다. 1 /f잡음이라 함은, 잡음 레벨이 주파잡음이며,

100kHz와 같은 낮은 주파수대에서 지배적이다.

소형화·저원가화의 관점에서는, 저잡음 증폭기(Low Noise Amplifier:이하 LNA라 부름)와 믹서를, HEMT(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고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동일 칩 위에 형성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여기에서,

LNA에는 HEMT를 이용하고, 믹서에는 HEMT 혹은 HEMT의 소스와 드레인을 접속한 구성을 취하는 쇼트키 배리어 다이

오드(쇼트키 Barrier Diode:이하에서는 SBD라 부름)를 이용하는 구성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HEMT는, 일반적으로 1/f

잡음이 극히 높기 때문에 낮은 IF주파수대에서 충분한 저잡음특성을 얻는 것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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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신 믹서의 고성능화·저잡음화의 관점에서는, Si-SBD를 이용한 Si-SBD믹서가 효과적이다. Si -SBD는, GaAs-

SBD에 비교하여 1/f잡음이 낮기 때문에, Si-SBD믹서는 양호한 잡음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Si기판의 마이크로파·

밀리미터파대에서의 전송선로 손실은 극히 크기 때문에, 모든 소자를 Si기판 위에 탑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따라서,

MMIC가 아닌, 여러 개의 기판을 이용한 MIC(Microwave IC)로 밀리미터파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Si-

SBD믹서는 소형화·저원가화에는 적합하지 않다.

종래의 다이오드 및 그것을 사용한 MMIC나 믹서의 예는, 예를 들면 특허문헌1∼5에 개시되어 있다.

[특허문헌 1]일본국 공개특허 2001-177060호 공보(제 3도)

[특허문헌 2]일본국 공개특허 2002-299570호 공보

[특허문헌 3]일본국 특허평 10-51012호 공보(제 10-제 11도)

[특허문헌 4]일본국 공개특허 2003-69048호 공보(제 1도)

[특허문헌 5]일본국 특허제 2795972호 명세서(제 1도)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과 같이, 수신 믹서를 소형화·저원가화 하기 위해서는, Si-SBD가 아닌 GaAs-SBD를 이용하여, 동일 칩 위에 MMIC

로서 복수개의 소자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 수신믹서를 고성능화하기 위해서는, 이 GaAs-SBD에 있어서, IF주파수에

있어서 지배적인 1/f잡음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

특허문헌 1∼2에서는, GaAs기판 위에 있어서, n+GaAs층과 n-GaAs층과의 사이에, AlGaAs등으로 이루어지는 에칭 스톱

퍼층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칭 스톱퍼층을 마련하면, 쇼트키 계면부근에서의 AlGaAs가 깊은 준위가 1/f잡음

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SBD의 직렬저항 성분이 증대하므로, 이 SBD를 이용한 믹서에 있어서의 주파수변환의

변환 이득이 감소하고, 잡음지수가 증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특허문헌 3에서는, n-GaAs층을 에칭에 의해 파 내려가 저항을 저감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개시되고 있지만, 잡음을

저감하는 효과에 대한 개시는 행해지고 있지 않다.

또한 특허문헌 4에서는, n+GaAs층과 전극을 오믹 접촉시키기 위해, 이들 사이에 고농도 이온주입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온주입을 행했을 경우에는, GaAs기판에 결정(結晶) 결함이 생겨 잡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

한 이 고농도 이온주입영역은 금속에 비교하면 저항이 높으므로, 잡음지수가 증대한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형화·저원가화를 실현하면서 잡음을 저감할 수 있는 쇼트키 배리

어 다이오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따른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는, 반절연성의 GaAs기판 위에, 버퍼층, 고캐리어 농도GaAs층 및 저캐리어 농도

GaAs층을 순서대로 에피택셜법으로 적층형성한 에피택셜구조와, 고캐리어 농도GaAs층과 오믹 접촉하도록 형성된 캐소

드 전극과, 저캐리어 농도GaAs층과 쇼트키 접촉하도록 형성된 애노드 전극을 구비하고, 저캐리어 농도GaAs층을 포함하

는 활성영역은 캐소드 전극 및 애노드 전극의 각각을 평면에서 보아 레이아웃 패턴에 있어서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실시예 1]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수신 믹서는, 소형화·저원가화를 위해 GaAs－ SBD(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를 이용하고, 이

GaAs-SBD에 있어서, IF(Intermediate Frequency :중간주파)주파수에서의 잡음을 줄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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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믹서의 잡음지수NF(Noise Figure)는, 입력 신호전력Si, 입력 잡음전력Ni, 출력 신호전력So, 출력잡음전력

No 및 변환 이득Gc을 이용하여, 식(1)과 같이 나타낸다.

수학식 1

입력 잡음전력Ni은 온도에 의해 정해지는 정수이므로, 식(1)에 의해, 잡음지수NF는, SBD에서 발생하는 출력잡음전력No

과, 변환 이득Gc에 의존한다.

도 1은, 본 실시예에 따른 SBD(1OO)의 주요부 구조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또, 도 1에 있어서는, 본 발명에 직접 관계없

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도 1에 있어서, 반절연성의 GaAs기판(1)위에는, 예를 들면 불순물을 주입하지 않은 i-GaAs로 이루어지는 버퍼층(2) 및

고농도의 n형 불순물이 주입된 n+GaAs층(3)(고캐리어 농도GaAs층)이 순서대로 형성되고 있다. n+GaAs층(3)위에는, 저

농도의 n형 불순물이 주입된 n-GaAs층(4)(저캐리어 농도GaAs층)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n +GaAs층(3)위에서 n-

GaAs층(4)이 형성되지 않은 개구영역에는, 캐소드 전극(6)이 형성되고 있다. n-GaAs층(4)위에는, 애노드 전극(5)이 형성

되어 있다.

버퍼층(2), n+GaAs층(3) 및 n-GaAs층(4)은, 에피택셜법에 의해, GaAs기판(1)위에 형성된다. 즉, GaAs기판(1), 버퍼층

(2), n+GaAs층(3) 및 n-GaAs층(4)은, 본 발명에 따른 에피택셜구조로서 기능한다. 또한 SBD(100)은, n-GaAs층(4)을 포

함하여 다이오드 본체가 형성되는 활성영역(31)의 외측에, 소자간 분리를 위한 절연 영역(32)을 형성한 구성으로 이루어

진다.

n+GaAs층(3)은, 캐리어 농도가 5 ×1018cm-3로 높고, 캐소드 전극(6)과 오믹접촉한다. n+GaAs층(3)의 두께는 6000Å이

다.

n-GaAs층(4)은, 캐리어 농도가 1.2×1017cm-3로 낮고, 애노드 전극(5)과 쇼트키 접촉한다. n-GaAs층(4)의 두께는

4000Å이다.

SBD(100)에 있어서는, GaAs기판(1)과, n+GaAs층(3) 및 n-GaAs층(4)으로 이루어져 전류경로가 되는 반도체층 사이에,

버퍼층(2)을 끼운다. 1/f잡음은 결정 결함에 기인하게 되지만,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GaAs기판(1)의 결함의 영향을 저

감할 수 있다.

또한 n+GaAs층(3) 중 애노드 전극(5)의 양단부의 아래쪽의 영역(7)에 있어서는, 전류가 국소적으로 집중한다. 따라서, 영

역(7)에 있어서는, 전계가 집중하므로, 1/f잡음도 그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1/f잡음은 캐리어수에 역 비례하게 되

어있지만, SBD(100)에 있어서는, n+GaAs층(3)의 캐리어 농도를 5×1018cm-3로 비교적으로 높게 설정함으로써, 영역(7)

에 있어서의 캐리어 농도를 높여 1/f잡음을 저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도 1에 있어서, n-GaAs층(4)을 개구시킬 때에는, n+GaAs층(3)을 오버에칭하도록 에칭을 행한다. 이렇게 에칭함으

로써, 전체면에 걸쳐, 에칭후의 n-GaAs층(4)의 두께를 에피택셀법에 의해 형성된 에칭전의 n-GaAs층(4)의 두께와 같게

할 수 있다. (즉, 에칭후의 개구영역에 n-GaAs층(4)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쇼트키층으로서의 n-GaAs층(4)

의 두께의 에칭에 의한 격차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n-GaAs층(4)의 두께의 격차에 근거하는 캐리어수의

격차에 기인하는 1/f잡음의 격차를 저감할 수 있다. 즉, 에칭에 의해 n-GaAs층을 파 내려가는 특허문헌 3에 비교하면, 1/f

잡음의 격차를 보다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에칭으로 파내려가지 않는 분 만큼 n-GaAs층(4)의 두께를 크게 유지하고 n-

GaAs층(4)에 포함되는 캐리어수를 많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문헌 3에 비해 1/f잡음을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다. 또, 오버에칭 함으로써 층(3)의 n+GaAs층(3)의 두께는 변동하지만, 오믹층으로서의 n+GaAs층(3) 두께의 변동이 1/f

잡음에 주는 영향은 극히 작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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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술한 것과 같이, 1/f잡음은 캐리어수에 역 비례한다고 되어 있지만, n-GaAs층(4)의 캐리어 농도 및 체적은, 큰 것이

바람직하다.

도 2는, n-GaAs층(4)의 캐리어 농도가, 각각, 2 ×1016cm-3, 1.2 ×1017cm-3 및 8×1017cm-3인 경우에 대해서, 전류에 대

한 출력잡음전력No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또, 도 2에 있어서는, IF주파수가 100kHz일 경우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

전류를 이용하여 묘화를 행하고 있다(이하의 도 3 및 도 8 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수신 믹서는, LO(Local Oscillation : 국부발진)전력에 의해 여진(勵振)되므로, 적어도 전류가 1mA/㎛2이하의 영역에 있

어서는, 출력잡음전력No은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도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캐리어 농도가 2 ×1016cm-3로 낮을 경

우에는, 전류가 1mA/㎛2이하의 영역에 있어서도 출력잡음전력No이 크지만, 캐리어 농도가 1.2 ×1017cm-3일 경우 및 캐

리어 농도가 8 ×1017cm-3일 경우에는, 전류가 1mA/㎛2이하의 영역에 있어서의 출력잡음전력No은 작다. 실험 결과, n-

GaAs층(4)의 캐리어 농도가 1 ×1017cm-3이상일 경우에, 전류가 1mA/㎛2이하의 영역에 있어서의 출력잡음전력No을 비

교적으로 작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쇼트키층으로서의 n-GaAs층(4)에 있어서는, 캐리어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역방향 내압이 낮아진다는 문제점

을 생각할 수 있다. 실험 결과, n-GaAs층(4)의 캐리어 농도가 8 ×1017cm-3이하일 경우에는, SBD(100)로 믹서를 구성한

경우에 그 믹서가 실용상 사용에 견딜수 있을 정도로 역방향 내압을 높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n-GaAs층(4)

의 캐리어 농도를 1 ×1017∼8 ×1017cm-3로 설정함으로써, 내력을 확보하면서 출력잡음전력No을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도 3은, 쇼트키층으로서의 n-GaAs층(4)의 두께 및 캐리어 농도의 조합이, 각각, (2000Å，1.2×1017cm-3) 및

(1000Å，5 ×1017m-3)일 경우에 대해서, 오믹층으로서의 n+GaAs층(3)의 캐리어 농도에 대한 출력잡음전력No의 변화

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3에 있어서는, n+GaAs층(3)의 캐리어 농도가 큰 만큼, 출력잡음전력No은 작다. 실험 결과,

n+GaAs층(3)의 캐리어 농도가 1 ×1018cm-3이상인 경우에, SBD(100)로 믹서를 구성한 경우에 그 믹서가 실용상 사용에

견딜수 있을 정도로 출력잡음전력No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1/f잡음은 캐리어수에 역비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n+GaAs층(3) 및 n-GaAs층(4)의 두께는 큰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오믹층으로서의 n+GaAs층(3)은, 그 두께가 큰 만큼, 저항 성분과 GaAs기판(1)의 결함의 영향을 저

감할 수 있으므로, 출력잡음전력No을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험 결과, n＋GaAs층(3)의 두께가 1000Å이상일 경

우에, SBD(100)로 믹서를 구성한 경우에 그 믹서가 실용상 사용에 견딜수 있을 정도로 출력잡음전력No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도 4는, SBD(100)의 상면도이다. 도 4의 A-A’단면은 도 1에 대응하고 있다.

도 4에 있어서는, SBD(100)의 평면에서 보아 레이아웃 패턴이 도시되고 있다. 2개의 캐소드 전극(6)은, 전송선로(8)를 거

쳐 서로 접속되고 있다. 애노드 전극(5)에는, 애노드 인출 배선(9)이 접속되어 있다. 도 9를 이용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송선로(8) 및 애노드 인출 배선(9)은, 각각, SiN막(도 4등에 있어서는 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n+GaAs층(3) 및 n-GaAs

층(4)으로부터 절연되고 있다.

도 4에 도시되는 레이아웃 패턴에 있어서, 활성영역(31)은, 애노드 전극(5) 및 캐소드 전극(6)의 각각을 둘러싸는 것과 같

은 넓은 영역에 걸쳐 형성되고 있다. 전류는 애노드 전극(5)으로부터 캐소드 전극(6)을 향해 활성영역(31)안을 흐르므로,

예를 들면 도 5에 도시한 것과 같이 활성영역(31)이 비교적 좁은 영역에 형성된 경우에는, 전류의 진행 방향에 대해 직교하

는 활성영역(31)의 단면적이 작아진다. 따라서, 전류에 대한 직렬저항 성분이 커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제 1방향을 따른 활성 영역(31)의 길이를, 애노드 전극(5) 및 캐소드 전극(6) 각각의 제 1방향을 따른 길이

보다도 길게 함으로써, 활성영역(31)이 애노드 전극(5) 및 캐소드 전극(6)의 각각을 둘러싸도록 형성하여 저항 성분을 저

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애노드 전극(5) 및 캐소드 전극(6)에 있어서는, 활성영역(31)과의 쇼트키 접촉 면적을 크게

할 수 있는 만큼 사이즈를 작게 할 수 있으므로, 용량성분을 작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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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 도 11에서 후술하는 것과 같이 SBD(100)는 믹서에 있어서 주파수 변환을 행하지만, 용량성분이 커지면, SBD

(100)의 저항성분에 LO전력이 효율적으로 입력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LO전력을 증대시킨 경우에, 출력잡음전력No은 증대하지만, 식(1)에 있어서의 변환이득Gc은 저하하므로, 잡음지

수NF는 증대한다. 따라서, 활성영역(31)을 넓은 영역에 형성하여 용량성분을 작게함으로써, 변환이득Gc을 향상시키고 작

은 LO전력으로 잡음 지수NF를 저감할 수 있게 된다. 즉 믹서를 고성능화할 수 있다.

도 4에 있어서, 2개의 캐소드 전극(6)(제 1 캐소드 전극 및 제2 캐소드 전극) 및 1개의 애노드 전극(5)은, 서로 길이가 같

고,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도 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개가 아닌 1개의 캐소드 전극(6)을 ㄷ 자 모양으로

형성했을 경우에는, 캐소드 전극(6)의 면적이 커지므로, 도 4에 비해 용량성분이 커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 4에 나

타나 있는 바와 같이, 2개의 캐소드 전극(6) 및 1개의 애노드 전극(5)을, 서로 평행하게 형성함으로써, 용량성분을 작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환 이득Gc을 향상시켜 작은 LO전력으로 잡음지수NF를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도 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애노드 전극(5)보다도 긴 2개의 캐소드 전극(6)을 형성했을 경우에는, 도 4에 비해, 용량성분은 커지지만,

저항 성분을 저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도 4에 있어서, 제 1방향을 따른 애노드 전극(5)의 길이인 애노드 폭Wa은 5㎛로서, 제 2방향을 따른 애노드 전극(5)의 길

이인 애노드 길이La는 4㎛이다. 따라서 애노드 폭Wa과 애노드 길이La와의 비r=5/4=1.25이다.

도 4에 도시되는 SBD(100)에 있어서는, 애노드 폭Wa이 큰 만큼, 애노드 전극(5)에 접촉하는 n-GaAs층(4)의 체적이 커지

므로, 식(1)에 있어서의 출력잡음전력No을 저감할 수 있다. 그러나, 애노드 폭Wa이 커지면 용량성분이 커지므로, 변환 이

득Gc은 저하하고 잡음지수NF는 증대한다. 실험 결과, 애노드 폭Wa이 4∼10㎛일 경우에는, 변환 이득Gc을 향상시켜 작

은 LO전력으로 잡음지수NF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8은, 비r=Wa/La가, 각각, 0.5, 1.25 및 2일 경우에 대해서, 전류에 대한 출력잡음전력No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비r=0.5일 경우에는, 전류가 1mA/㎛2이하의 영역에 있어서도 출력잡음전력No이 크지만,

비r=1.25일 경우 및 비r=2일 경우에는, 전류가 1mA/㎛2이하의 영역에 있어서의 출력잡음전력No은 비교적 작다. 또한 비

r>3의 경우에는, SBD(100)의 저항 성분에 LO전력이 효율적으로 입력되지 않게 되므로, 식(1)에 있어서의 변환 이득Gc은

저하하여 잡음지수NF는 증대한다. 실험 결과, 비r=1∼3일 경우에, 전류가 1mA/㎛2이하의 영역에 있어서의 출력잡음전력

No을 비교적으로 작게 할 수 있고, 변환 이득Gc을 향상시켜 작은 LO전력으로 잡음지수NF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도 9는, SBD(100)의 제조 방법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우선, 도 9(a)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반절연성의 GaAs기판(1) 위에, i-GaAs로 이루어지는 버퍼층(2), n+GaAs층(3) 및

n-GaAs층(4)을, 에피택셜법에 의해 형성한다. 다음에 다이오드를 웨이퍼상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

해, 다이오드 형성 영역에 레지스트 마스크를 피복하여 수소 등의 불순물 이온을 주입함으로써 절연 영역(32)(도 9에 있어

서는 도시하지 않음)을 형성한다. 다음에 증착 리프트 오프법에 의해, n-GaAs층(4)위에 애노드 전극(5)을 형성한다. 이 애

노드 전극(5)의 형성은, 애노드 전극(5)을 형성해야 할 영역에 개구부를 갖는 레지스트 마스크를 이용하여, 금속을 n-

GaAs층(4)위에 증착시켜 가공함으로써 행해진다.

다음에 도 9(b)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n-GaAs층(4) 및 애노드 전극(5) 위에, CVD법에 의해 SiN막(11)을 형성한다. 다

음에 캐소드 전극(6)을 형성해야 할 영역에 개구부를 갖는 레지스트 마스크를 이용하여 RIE(Reactive Ion Etching)으로

SiN막(11)을 이방성 에칭함으로써, n-GaAs층(4)을 노출시킨다. 다음에 노출된 n-GaAs층(4)에, 주석산 및 과산화 수소물

의 혼합 액을 사용한 등방성 에칭을, 시간을 제어하면서 행하는 것에 의해, n+GaAs층(3)을 노출시킨다. 다음에 AuGe 등

의 금속을 이용한 증착 리프트 오프법에 의해, 노출된 n+GaAs층(3)위에 캐소드 전극(6)을 형성한다. 다음에 360℃에서 2

분 정도의 열처리를 행한다. 다음에 n+GaAs층(3), 캐소드 전극(6) 및 SiN막(11)위에, 전면적으로, CVD법에 의해 SiN막

(13)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9(c)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애노드 전극(5) 및 캐소드 전극(6)위에 각각 개구부를 갖는 레지스트 마스크를

이용하여 RIE법으로 SiN막(13)을 에칭함으로써, 콘택홀(14)을 형성한다. 다음에 콘택홀(14)로부터 꺼내도록, SB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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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작시키기 위한 애노드 전극인출 배선(9) 및 전송선로(8)(모두 도 9에 있어서는 도시하지 않음)를 형성한다. 이상의 순

서에 의해 SBD(100)가 제조된다. 또, 도 9에 도시되는 SiN막(11,13)등은, 도 1 및 도 4에 있어서는, 설명의 형편상 생략하

고 있다.

도 10은, 도 4에 도시되는 SBD(100)를, 절연 영역(소자간 분리 영역)을 개재시켜 2개 역 병렬로 접속한 안티패러럴 다이

오드 페어(Anti-Parallel Diode Pair:이하에서는 APDP라고 부름)(15)의 구성을 도시하는 상면도이다. 또한 도 11은, 특허

문헌 5에 도시되는 믹서와 거의 동일한 회로구성에 있어서 APDP로서 도 10의 APDP(15)를 이용한 믹서(110)의 구성도이

다.

도 1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믹서(110)는, APDP(15)와, 오픈 스터브(16)와, 쇼트 스터브(17,18)와, 필터(19)와, 용량

(20)과, LO입력 단자(21)와, RF(Radio Frequency:고주파)입력 단자(22)와, IF출력 단자(23)를 구비한다.

도 11에 있어서는, LO입력 단자(21)로부터 입력되는 LO신호와 RF입력 단자(22)로부터 입력되는 RF신호는, 믹서(110)에

있어서 믹싱되고, IF신호로서 IF출력 단자(23)로부터 출력된다.

오픈 스터브(16)는, 단부가 개방되어 LO신호의 1/4파장분의 길이를 갖는다. 쇼트 스터브(17)는, 단부가 단락되어 LO신호

의 1/4파장분의 길이를 갖는다. 쇼트 스터브(18)는, 단부가 단락되어 RF신호의 1/4파장분의 길이를 갖는다. 필터(19)는,

RF신호를 통과시킨다.

LO신호의 정의 반주기 및 마이너스의 반주기 사이의 각각에서 SBD(100)가 온이 되므로, 식(2)와 같이, IF신호주파수가

fIF는 LO신호주파수가 FLO의 2배파와 RF신호주파수가 fRF와의 혼합파로서 출력된다.

수학식 2

호모다인 방식에서의 IF주파수는 RF주파수 및 LO주파수보다 충분히 낮기 때문에, LO주파수와 RF주파수와의 관계는 식

(3)과 같이 도시한다.

수학식 3

즉, LO주파수는 RF주파수의 1/2이면 되므로, 도 11과 같이 구성되는 믹서(110)는, 특히 1-10밀리미터파 시스템에 적합

하다.

오픈 스터브(16), 쇼트 스터브(17,18) 및 필터(19)는, LO신호, RF신호 및 IF신호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오픈 스터브(16) 및 쇼트 스터브(17)는 LO신호의 1/4파장분의 길이를 갖기 때문에, LO주파수에 있어서는, APDP(15)의

RF입력 단자(22)측은 쇼트가 되고, APDP(15)의 LO입력 단자(21)측은 오픈이 된다. 따라서, LO입력 단자(21)로부터 입

력된 LO신호를, APDP(15)에만 입력시키도록 분파(分波)할 수 있다.

또한 식(3)에 의해, 오픈 스터브(16) 및 쇼트 스터브(17)는 RF신호의 1/2파장분의 길이를 갖는다. 따라서, RF주파수에 있

어서는, APDP(15)의 RF입력 단자(22)측은 오픈이 되고, APDP(15)의 LO입력 단자(21)측은 쇼트가 된다. 따라서, RF입

력 단자(22)로부터 입력된 RF신호를, APDP(15)에만 입력시키도록 분파할 수 있다.

또한 쇼트 스터브(18)는 RF신호의 1/4파장분의 길이를 가지므로, RF주파수에 있어서는, APDP(15)의 IF출력 단자(23)측

은 오픈이 되고, RF신호가 IF출력 단자(23)로 출력되지 않는다. IF신호에 있어서는, 오픈 스터브(16), 필터(19) 및 용량

(20)은 오픈이 되므로, IF출력 단자(23)에만 출력된다.

도 12에는, 도 11에 도시되는 믹서(110)를 MMIC로 구성하여 잡음지수NF를 측정한 측정값B이 나타나고 있다. 도 12에 있

어서는, 가로축에 LO전력이, 세로축에는 잡음지수NF가, 각각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 12에는, 비교를 위해, 종래의

HEMT의 소스와 드레인을 접속한 SBD를 사용하고, 도 11과 동 회로구성인 믹서의 잡음지수NF를 측정한 측정값C이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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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에 있어서 측정값B으로서 도시되는 것과 같이, SBD(100)를 이용한 믹서(110)에 있어서는, LO전력이 10dBm이하인

경우, 잡음지수NF는 15dB이하였다. 측정값B을 측정값C과 비교하면, 잡음지수NF는, 20dB이상 저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SBD(100)에 있어서는, n-GaAs층(4)의 캐리어 농도를 1 ×1017∼8 ×1017cm-3로 설정함으

로써, 내압을 확보하면서 출력잡음전력No을 저감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소형화·저원가화를 실현하면서 잡음

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SBD(100)에 있어서, 활성영역(31)은, 애노드 전극(5) 및 캐소드 전극(6)의 각각을 둘러싸는 넓은 영역에 걸쳐 형성

되고 있다. 따라서, 직렬저항 성분 및 용량성분을 저감할 수 있으므로, 믹서(110)에 있어서 주파수 변환을 행할 경우에, 변

환 이득Gc을 향상시켜 작은 LO전력으로 잡음지수NF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믹서를 고성능화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는, 반절연성의 GaAs기판 위에, 버퍼층, 고캐리어 농도GaAs층 및 저캐리어 농도

GaAs층을 순서대로 에피택셜법으로 적층형성한 에피택셜구조와, 고캐리어 농도GaAs층과 오믹 접촉하도록 형성된 캐소

드 전극과, 저캐리어 농도GaAs층과 쇼트키 접촉하도록 형성된 애노드 전극을 구비하고, 저캐리어 농도GaAs층을 포함하

는 활성영역은 캐소드 전극 및 애노드 전극의 각각을 평면에서 보아 레이아웃 패턴에 있어서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므로, 전류가 1mA/㎛2이하의 영역에 있어서의 출력잡음전력No을 비교적으로 작게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믹서로

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역 방향 내압을 높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압을 확보하면서 출력잡음전력No을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소형화·저원가화를 실현하면서 잡음을 저감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SBD의 주요부 구조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2는 전류에 대한 출력잡음전력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

도 3은 캐리어 농도에 대한 출력잡음전력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

도 4는 SBD의 상면도,

도 5는 SBD의 상면도,

도 6은 SBD의 상면도,

도 7은 SBD의 상면도,

도 8은 전류에 대한 출력잡음전력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

도 9는 SBD의 제조 방법을 도시하는 단면도,

도 10은 SBD를 2개 역 병렬로 접속한 APDP의 구성을 도시하는 상면도,

도 11은 믹서의 구성도,

도 12는 LO전력에 대한 잡음지수NF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GaAs기판 2: 버퍼층

3: n+GaAs층 4: n-GaAs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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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노드 전극 6: 캐소드 전극

7: 영역 8: 전송선로

9: 애노드 인출 배선 11,13:SiN막

14: 콘택홀 15: APDP

16: 오픈 스터브 17,18:쇼트 스터브

19: 필터 20: 용량

21: LO입력 단자 22: RF입력 단자

23: IF출력 단자 31: 활성영역

32: 절연 영역 100: SBD

110: 믹서 B,C: 측정값,

La: 애노드길이, r: 비

Wa: 애노드 폭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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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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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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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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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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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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