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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 및 이를 이용한반도체집적회로장치

요약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는 상승된 파괴내압을 갖고 IC-VCE특성의 상승특성이 열화하는 것을 억제한다. 컬렉터

영역은 반도체의 제1, 제2 및 제3컬렉터층을 구비한다. 제1컬렉터층은 부컬렉터영역에 접하고 도핑된 또는 도핑되지 않은

반도체로 이루어진다. 제2컬렉터층은 베이스영역에 접하고 제1컬렉터층보다 좁은 밴드갭을 갖는 도핑된 또는 도핑되지

않은 반도체로 이루어진다. 제3컬렉터층은 제1컬렉터층 및 제2컬렉터층 사이에 위치되거나 끼워지고 상기 제2컬렉터층

보다 높은 도핑농도를 갖는 반도체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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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색인어

바이폴라트랜지스터, 헤테로접합, 컬렉터층, 파괴내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제1종래의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의 개략적인 에너지밴드도,

  도 2는 제2종래의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의 개략적인 에너지밴드도,

  도 3은 제3종래의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의 개략적인 에너지밴드도,

  도 4는 제4종래의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의 개략적인 에너지밴드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의 적층구조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단면도,

  도 6은 도 5의 제1실시예에 따른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의 전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비교예의 트랜지스터의

경우와 함께 보여주는 에너지밴드도,

  도 7은 도 5의 제1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컬렉터전류-컬렉터전압 특성(IC-VCE)을 비교예의 트랜지스터의 경우와

함께 보여주는 그래프,

  도 8은 도 5의 제1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전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에너지밴드도,

  도 9는 도 5의 제1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전계 및 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계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

  도 10은 도 5의 제1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 및 도 2의 제2종래의 트랜지스터의 전계분포 그래프로서 전계 및 거리 사

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도 11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의 적층구조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단면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가 사용된,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집적회로장치의 개략 회

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n+형 InGaAs이미터층 2 : n+형 GaAs이미터층

  3 : GaAs기판 4 : n+형 GaAs부컬렉터층

  5 : n형 InGaP이미터층 6 : p+형 GaAs베이스층

  7 : n형 GaAs컬렉터층 8 : n+형 GaAs컬렉터층

  9 : n형 InGaP컬렉터층 10 : n+형 InGaP부컬렉터층

  17 : 증폭기 18 : 임피던스 정합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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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RF입력단자 20 : RF출력단자

  21 : 바이어스회로 31 : 컬렉터전극

  32 : 베이스전극 33 : 이미터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헤테로접합 반도체장치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발명은, 동작시의 파괴내압을 향상시킨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와 그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를 사용한 반도체집적회로장치에 관한 것이다.

  동작시에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의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파괴내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컬렉터영역에서의

애벌랜치항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돌전리계수가 낮은 반도체층이 컬렉터영역의 고전계

영역에 삽입되는 구조가 제안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예를 들면 1995년에 공개된 특개평7-16172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

다.

  도 1은 충돌전리계수가 낮은 반도체층을 컬렉터영역에 도입하지 않은 종래의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의 에너지

밴드도이다. 이 트랜지스터는 이미터층(105), 베이스층(106), 컬렉터층(113) 및 부컬렉터층(sub-collector layer, 104)

을 포함한다.

  컬렉터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또는 낮을 때에는, 컬렉터층(113)의 전도대의 하단(Ec) 및 가전자대의 상단(Ev)은, 도 1에

서, 쇄선들(B1, B2)로 각각 표시된다. 높은 컬렉터전류가 흐를 때에는 공간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컬렉터층(113)의 전

도대의 하단(Ec) 및 가전자대의 상단(Ev)이 도 1내에서 실선들(A1, A2)로 표시된 것과 같이 각각 상승된다. 그 결과, 컬렉

터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컬렉터층(113)의 베이스층(106)측 부분에서는 전계강도가 약화되는 한편, 컬렉터층(113)의 부

컬렉터층(104)측 부분에서는 전계강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도 2는 파괴내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량된 종래의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의 개략적인 에너지밴드도이다. 이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층(114)이 컬렉터층(113)에 삽입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1에서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층(114)은 층(113)보다 에너지밴드갭이 더 넓다. 이와 같은 구조는, 예를 들면 상기 특개평7-16172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도 2의 에너지밴드갭구조에서는, 컬렉터층(113)의 부컬렉터층(104)측 부분에 형성된 고전계영역에, 반도체층(114)이

삽입된다. 밴드갭이 넓은 만큼 충돌전리계수는 낮아지고 파괴내압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애벌랜치항복은 컬렉터층(113)

보다 반도체층(114)에서 더 일어나기 어렵다. 이것은 동작시의 파괴내압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2의 에너지밴드구조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재료에 따라서, 밴드갭이 서로 다른 컬렉터층(113)과 반도체층(114) 사이

에 전도대불연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트랜지스터의 고주파특성은, 전도대불연속에 의해 발생하는 캐리어의

축적 및 잔류효과 때문에, 악화될 것이다. 고주파특성의 악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층들(113 및 114) 사이에 높은 도핑농도

의 p-n접합을 삽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은 1995년에 공개된 특개평7-193084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도 3은 이

공보에 개시된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의 에너지밴드도이다.

  도 3에서, 고농도로 p형 불순물이 도핑된 p+형 In0.53Ga0.47As층(116a)과, 고농도로 n형 불순물이 도핑된 n+형 InP층

(116b)이, i형 In0.53Ga0.47As 컬렉터층(113a)과 n형 InP 컬렉터층(115) 사이에 삽입되어 pn접합을 형성한다. 도 3에서,

지시번호들 105a, 106a 및 104a는 각각 이미터층, 베이스층, 부컬렉터층이다.

  도 4는, 파괴내압의 향상과 동시에 고주파 특성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래의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

터의 에너지밴드구조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구조는 1996년에 공개된 특개평6-326120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이 구조

는, 도 2의 구조에, i형 GaAs 컬렉터층(113)과 층(113)보다 밴드갭이 더 넓은 n형 AlGaAs층(114) 사이에, 고농도의 p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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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s층(116)을 삽입함으로써 얻어진다. GaAs층(116)의 삽입으로 인하여, 컬렉터층(113)의 내부전계가 완화되고, 그 결

과,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상태로 되어 전자속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파괴내압이 상승될 뿐만 아니라

고주파 특성도 향상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 2 내지 4에서 보여준 종래의 에너지밴드구조에서는 이하의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도 2의 종래 구조에서는, 컬렉터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컬렉터층(113) 내부의 고전계영역이 서서히 베이스

층(106) 측으로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이 없다. 그러므로, 컬렉터전류가 증가하면, 고전계영역이 반도체층(114) 뿐

만 아니라 컬렉터층(113)까지도 확장될 것이다. 이 때문에, 파괴내압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 3에서 보여준 종래의 에너지밴드구조에서는, p+형 In0.53Ga0.47As층(116a)과 n+형 InP층(116b)은 전도대불연속을

외관상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층들(116a 및 116b)은 고농도의 p-n접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전계가

층(116a)의 내부에 발생된다. 그 결과, 애벌랜치항복이 층(116a)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것은 파괴내압

이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또, 전도대불연속이 외관상 감소되는 것은 가능하여도, 그것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도 2에서 컬렉터층(113)과 반도체층(114)이 각각 GaAs와 InGaP로 형성된다면, 이하와 같은 문제도 발생한다.

  즉, InGaP층(114)이 자연초격자가 형성되도록 성장된 경우, GaAs층(113)과 InGaP층(114)의 경계에서의 전도대불연속

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 3의 에너지밴드구조는 불필요하다. 이것은 도 3의 에너지밴드구조보다 간단

한 도 2의 에너지밴드구조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 2의 에너지밴드구조를 사용하면, 컬렉터전류-컬렉터

전압 특성의 상승특성이 열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 4의 종래 에너지밴드구조에서는, p+형 GaAs층(116)이 고농도의 p형 반도체층이기 때문에, 층(116)의 전위는 상승

된다. n형 AlGaAs층(115b)이 n형 InGaP으로 대체되면, 층(116)의 전위는 더욱 상승된다. 그 결과, 컬렉터전류-컬렉터전

압특성의 상승특성의 열화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승된 파괴내압을 갖는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 및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반도체

집적회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컬렉터전류-컬렉터전압특성의 상승특성이 열화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헤테로접합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및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반도체집적회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명기하지 않은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이 분야의 기술자들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제1양태에 따르면,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는, 제1도전형 반도체로 이루어진 부컬렉터영역; 부컬렉터

영역에 접하고 제1도전형 반도체로 이루어진 컬렉터영역; 컬렉터영역에 접하고 제2도전형 반도체로 이루어진 베이스영

역; 및 베이스영역에 접하고 제1도전형 반도체로 이루어진 이미터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컬렉터영역은, 부컬렉터영역에

접하고 제1도전형 반도체 또는 도핑되지 않은 반도체로 이루어진 제1컬렉터층; 베이스영역에 접하고 제1컬렉터층보다 좁

은 밴드갭을 갖는 제1도전형 반도체 또는 도핑되지 않은 반도체로 이루어진 제2컬렉터층; 및 제1컬렉터층 및 제2컬렉터층

사이에 끼워지고 제2컬렉터층보다 높은 도핑농도를 갖는 제1도전형 반도체로 이루어진 제3컬렉터층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1양태에 따른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에서, 컬렉터영역에서, 제1도전형의 반도체로 이루어진 제3

컬렉터층은 제1컬렉터층(제1도전형 반도체 또는 도핑되지 않은 반도체로 이루어짐)과 제2컬렉터층(제1도전형 반도체 또

는 도핑되지 않은 반도체로 이루어짐) 사이에 마련된다. 따라서, 제1컬렉터층과 제3컬렉터층 사이의 계면의 전위는 제3컬

렉터층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낮아지거나 감소된다. 이것은 문제의 전위장벽이 계면에 형성되지 않음을 뜻한

다. 그 결과, 컬렉터전류-컬렉터전압특성의 상승특성의 열화가 방지된다.

  제1컬렉터층과 제2컬렉터층 사이에 마련된 제3컬렉터층의 전위값은 그 도핑농도의 변화에 의해 변화된다. 이것은 제1

및 제2컬렉터층들에 인가되는 전위들의 비가 조정될 수 있다는 뜻, 즉 제1 및 제2컬렉터층들의 전계비가 조정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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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다. 따라서, 제1 및 제2컬렉터층들의 충돌전리계수의 비와 일치되도록 제1 및 제2컬렉터층들의 전계들이 할당될 수

있다. 그 결과, 애벌랜치항복이 제1 및 제2컬렉터층들에서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파괴내압을 상승시키

거나 향상시킨다.

  본 발명의 제1양태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1컬렉터층은 InGaP로 구성되고, InGaP는 3족 원소층

에 In원자들 및 Ga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자연초격자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1양태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서, 제3컬렉터층은 제1컬렉터층 또는 제2컬렉터층과 같

은 반도체를 구비한다. 제2컬렉터층이 GaAs로 이루어졌다면, 제3컬렉터층은 GaAs 또는 GaAs를 포함하는 다른 반도체

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제1양태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제3컬렉터층은 GaAs를 포함하는 반도체로 이루

어진다. 바람직하게는, 제3컬렉터층은, InGaAs, AlGaAs, InAlAs 및 InAlGaAs로 구성된 그룹 중에 선택된 혼합반도체결

정으로 이루어다.

  본 발명의 제1양태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제2컬렉터층은 GaAs를 포함하는 반도체로 이루

어진다. 바람직하게는, 제2컬렉터층은, InGaAs, AlGaAs, InAlAs 및 InAlGaAs로 구성된 그룹 중에 선택된 혼합반도체결

정으로 이루어진다.

  제3컬렉터층은 10㎚ 이하의 두께를 갖고, 제3컬렉터층은 InGaP 및 GaAs 중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제1컬렉터층은 컬렉터영역의 전체 두께의 1/10 이상의 두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컬렉터층은 5×1017/㎤이상의 도핑농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1양태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제2컬렉터층보다 더 넓은 밴드갭을 갖는 추가 부

컬렉터층이 제1컬렉터층에 인접하도록 부컬렉터영역에 마련된다.

  본 발명의 제2양태에 따르면, 반도체집적회로장치가 제공된다. 이 장치는 제1양태에 따른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

터들을 복수 개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1양태에 따른 트랜지스터에서와 동일한 이점들이 본 발명의 제2양태에 따른 반도체집적회로장치에서도 얻

어질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1실시예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npn형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50)의 적층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5에서와 같이, 트랜지스터(50)는, 반절연성의 GaAs기판(3), 기판(3)상에 형성된 n+형 GaAs부컬렉터층(4, 두께 500

㎚), 층(4)상에 형성된 n형 InGaP컬렉터층(9, 두께 100㎚)을 포함한다. 부컬렉터층(4)의 표면은 피복컬렉터층(9)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노출된다. 컬렉터전극(31)이 층(4)의 노출된 부분에 형성된다.

  n+형 GaAs부컬렉터층(4)에는 n형 불순물로서 실리콘(Si)이 4.0×1018/㎤의 도핑농도로 도핑된다. n형 InGaP 컬렉터층

(9)은 In의 조성비(즉, XIn)가 0.48이므로, In0.48Ga0.52P로 표현된다. 그러나, In조성비(XIn)는 0.48∼0.5 범위 내의 값으

로 설정될 수 있다. n형 InGaP 컬렉터층(9)은 n형 불순물로서 실리콘(Si)이 1.0×1016/㎤의 도핑농도로 도핑된다. 컬렉터

층(9)은 In원자들 및 Ga원자들이 그 3족 원자층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InGaP의 자연초격자들을 포함한다.

  n형 InGaP 컬렉터층(9)상에, 극히 얇은 n+형 GaAs 컬렉터층(8, 두께 5㎚)이 형성된다. 층(8)은 n형 불순물로서 Si이

3.0×1018/㎤의 도핑농도로 도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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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형 GaAs 컬렉터층(8)상에, n형 GaAs 컬렉터층(7, 두께 720㎚)이 형성된다. 층(7)은 n형 불순물로서 Si이 5.0×1013/

㎤의 도핑농도로 도핑된다. 그러므로, 층(8)의 도핑농도는 피복층(7)의 도핑농도보다 높다.

  n형 GaAs 컬렉터층(7)상에, p+형 GaAs 베이스층(6, 두께 80㎚)이 형성된다. 층(6)은 p형 불순물로서 탄소(C)가

4.0×1019/㎤의 도핑농도로 도핑된다. 베이스층(6)의 표면은 덮여지는 n형 InGaP 이미터층(5)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노출

된다. 베이스전극(32)이 층(6)의 노출된 부분상에 형성된다.

  p+형 GaAs 베이스층(6)상에, n형 InGaP 이미터층(5, 두께 30㎚)이 형성된다. 이미터층(5)은 n형 불순물로서 Si이

3.0×1017/㎤의 도핑농도로 도핑된다. 층(5)은 In의 조성비(XIn)가 0.48이므로, In0.48Ga0.52P로 표현된다. 그러나, In조성

비(XIn)는 0.48∼0.5 범위 내의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미터층(5)의 끝단은 베이스전극(32)에 접속된다.

  n형 InGaP 이미터층(5)상에, n+형 GaAs이미터층(2, 두께 200㎚)이 형성된다. 이미터층(2)은 n형 불순물로서 Si이

3.0×1018/㎤의 도핑농도로 도핑된다.

  n+형 GaAs이미터층(2)상에, n+형 InGaAs이미터층(1, 두께 100㎚)이 형성된다. 이미터층(1)은 n형 불순물로서 Si이

2.0×1019/㎤의 도핑농도로 도핑된다. 층(1)은 0∼0.5 사이를 변화하는 In조성비(XIn)를 갖는다. 층(1)의 비(XIn)는 n+형

GaAs이미터층(2)과의 접촉평면에서 0으로 설정되고, 이미터전극(33)으로 향하여 서서히 증가되며, 전극(33)과의 접촉평

면에서 0.5로 설정된다.

  이미터전극(33)은 n+형 InGaAs이미터층(1)상에 위치되어 층(1)의 전체 표면을 덮는다.

  부컬렉터층(4)은 트랜지스터(50)의 부컬렉터영역을 구성하고, 컬렉터층들(9, 8 및 7)은 그 컬렉터영역을 구성하며, 베이

스층(6)은 그 베이스영역을 구성하고, 이미터층들(5, 2 및 1)은 그 이미터영역을 구성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실시예에 따른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50)는 도 5에서 보여준 적층구조를 갖는다.

트랜지스터의 전도대의 에너지밴드도는 도 6의 실선으로 표시된다. 도 6의 파선은, 도 5의 구조에서 n+형 GaAs층(8)을

제거하여 얻어진 적층구조를 갖는 종래의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의 전도대의 에너지밴드도를 나타낸다. 이 도면

들은 컬렉터전압(즉, 컬렉터-이미터 전압) VCE=0V 이고 베이스전압(즉, 베이스-이미터 전압) VBE=0V 인 점을 바이어스

점으로 설정함으로써 얻어진다.

  도 5의 제1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50)에서, n+형 GaAs컬렉터층(8) 및 n형 GaAs컬렉터층(7)이 n형 InGaP컬렉터층

(9)과 p+형 GaAs베이스층(6) 사이에 마련된다. 이와 동시에, 컬렉터층(9)의 In조성비(XIn)는 컬렉터층(8 및 7)의 GaAs가

격자정합하는 값(즉, 약 0.48)으로 설정된다. 또한, n형 InGaP컬렉터층(9)은, InGaP의 자연초격자가 생성되는 조건(즉, 밴

드갭 Eg=1.86 eV)하에서 에피텍셜성장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대략 2.0×1012/㎤의 계면준위가 컬렉터층들(9 및 8)의

계면에 생성되어, 그 계면에서 캐리어들의 고갈이 발생한다.

  한편, n+형 GaAs컬렉터층(8)이 제거된 비교예의 트랜지스터에서, 전위는 도 6의 파선에 의해 보여진 바와 같이 컬렉터

층들(9 및 7)의 경계면에서 피크가 된다. 이 전위피크는, 전자가 p+형 GaAs베이스층(6)에서 n+형 GaAs부컬렉터층(4)까

지 이동될 때 전위장벽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 결과, 부컬렉터층(4)에서 베이스층(6)으로 흐르는 전류는 억제되거나 제한

된다.

  이와는 다르게, 도 5의 제1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50)에서, n+형 GaAs컬렉터층(8)이 n형 InGaP컬렉터층(9)과 n형

GaAs컬렉터층(7) 사이에 삽입된다. 그러므로, 컬렉터층(8)의 전위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컬렉터층들(9 및 8)의 계면에서의

캐리어들의 고갈은 보상될 수 있다. 그 결과, 도 6의 실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컬렉터층들(9 및 7) 사이에서 전위피크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은 부컬렉터층(4)에서부터 베이스층(6)까지 흐르는 전류가 억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 7은 이미터영역(SE)이 120㎛2로 설정된 경우, gm모드에서 컬렉터전류(I C)와 컬렉터전압(VCE)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

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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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형 GaAs컬렉터층(8)이 제거된 비교예의 트랜지스터에서, 도 7에서 파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컬렉터전압(VCE)이

낮을 때, 컬렉터전류(IC)는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컬렉터층(9 및 7)의 계면에서 발생된 전위장벽으로 인하여 전자

들의 움직임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컬렉터전압(VCE)은 상당히 높을 때, 고전계영역이 GaAs부컬렉터층(4) 측에 형성되어

컬렉터층(9 및 7)의 계면에서의 전위값이 낮아진다. 이와 같이, 전위장벽이 제거되면 컬렉터전류(IC)는 증가된다. 이것은

컬렉터전류(IC)의 상승특성이 감소되어 전류(IC)의 상승이 둔화되거나 늦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와는 다르게, 제1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50)에서, n+형 GaAs컬렉터층(8)의 추가로 인하여, 컬렉터전압(VCE)이 낮

을 때조차도 전위장벽이 컬렉터층(9 및 7) 사이에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컬렉터전류(IC)의 상승특성이 향상되어 전

류(IC)의 상승이 가파르게 된다.

  도 8 및 9는, 컬렉터전류밀도(JC)는 10㎄/㎠이고 컬렉터전압(VCE)은 5V인 경우에, 각각 제1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

(50)의 에너지밴드도 및 전계분포도이다.

  n+형 GaAs컬렉터층(8)의 전위값은 도핑농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n형 InGaP컬렉터층(9)에 인가되는

전계는, 도 9에서 파선으로 표시된 값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값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층들(9 및 7)의 충돌전리계

수들을 고려하여 컬렉터층들(9 및 7)에 인가된 전계들의 비를 결정할 수 있다.

  도 10은, 컬렉터전류밀도(JC)는 3×104A/㎠이고 컬렉터전압(VCE)은 16V인 경우에, 각각 제1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

(50)의 전계분포도이다.

  도 10에서, 도 2의 종래 트랜지스터의 전계분포도도 보여준다. 종래 트랜지스터에서, 컬렉터층(113)은 n형 GaAs층(두

께: 725㎚, 도핑농도: 5×1015/㎤)으로 형성되고, 반도체층(114)은 n형 InGaP층(두께: 100㎚, 도핑농도: 5×1015/㎤)으로

형성된다. 컬렉터전류(IC)의 상승특성은 도 7에서와 같이 층(113 및 114)의 캐리어들의 고갈로 인하여 열화되기 때문에,

캐리어들의 고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계산된다.

  도 9에서 파선으로 표시된 전계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도 2의 종래 트랜지스터에서는, n형 InGaP컬렉터층(9)의 부컬렉

터층(4) 측에 형성된 고전계영역이 n형 GaAs컬렉터층(7) 측으로 확장된다. 이와는 다르게, 도 9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전

계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제1실시예의 트랜지스터(50)에서는, 전계값이 2×1015V/㎝이상인 고전계영역 모두가 애벌랜치

항복이 발생하기 어려운 n형 InGaP컬렉터층(9)내에 위치된다. 따라서, 컬렉터층(7)내의 애벌랜치항복의 발생이 효과적으

로 억제된다.

  25㎄/㎠인 컬렉터전류밀도(JC)에서의 파괴내압은 도 2의 종래 트랜지스터에서는 6.2V이다. 한편, 제1실시예의 트랜지스

터는, 이 트랜지스터가 도 8의 실선으로 표시된 전위곡선(즉, 에너지밴드)을 가질 때 7.4V이다. 제1실시예의 트랜지스터

(50)가 도 8에서 파선으로 표시된 전위곡선(즉, 에너지밴드)을 갖는다면, 11.0V까지 상승된다. 이 결과들은 발명자들의 실

험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제1실시예의 트랜지스터(50)에서, 고전계영역은 컬렉터영역(부컬렉터층(4)과 베이스층(6) 사이에 끼워진 영

역)의 n형 InGaP컬렉터층(9)에 집중되거나 한정된다. 그러므로, 컬렉터층(9)이 너무 얇으면, 층(9)의 전계가 너무 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층(9)의 두께는 컬렉터영역의 전체 두께의 1/1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제1실시예의 트랜지스터(50)에

서, 컬렉터영역의 전체 두께(t)는,

  t = 100㎚ + 5㎚ + 720㎚ = 825㎚

  이다. 그러므로, 층(9)의 두께는 83㎚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트랜지스터(50)의 n+형 GaAs컬렉터층(8)의 바람직한 두께 및 도핑농도가 이하에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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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는, 컬렉터전류밀도(JC)가 1×105A/㎠ 이하일 때 동작된다. 따라서, 컬렉터

영역에서의 전자속도가 1×107㎝/s라고 가정하면, 공간전하는 대략 5×1016/㎤이다. 따라서, 컬렉터전류밀도의 변화로 인

한 n+형 GaAs컬렉터층(8)의 전도대의 전위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n+형 GaAs컬렉터층(8)의 도핑농도는 대략

5×1016/㎤인 공간전하값보다 한 자리 큰 것(즉, 층(8)의 농도는 대략 5×1017/㎤)이 바람직하다.

  InGaP의 에피텍셜성장조건에 따라 변화하지만, InGaP컬렉터층(9) 및 GaAs컬렉터층(8)의 계면에서의 캐리어고갈량은

최대일 때 5×1012/㎠의 불순물의 시트농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캐리어층(8)의 불순물의 시트농도가 5×1012/㎠ 이하이

면 충분하다. 캐리어층(8)의 불순물의 시트농도가 5×1017/㎠ 이면, 5×1012/㎠의 최대 시트농도에서 층(8)의 두께는 10㎚

가 된다. 따라서 층(8)의 두께는 10㎚이하가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도 5의 제1실시예의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50)에서는, 컬렉터영역에, n+형 GaAs컬렉터층(8)은 n

형 InGaP컬렉터층(9)과 n형 GaAs컬렉터층(7) 사이에 추가적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컬렉터층들(9 및 8) 사이의 계면의

전위는 컬렉터층(8)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낮아지거나 감소된다. 이것은 문제의 계면에 전위장벽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컬렉터전류-컬렉터전압(IC-VCE)의 상승특성이 열화되는 것은 방지된다. n+형 GaAs컬

렉터층(8)의 전위값은 그 도핑농도의 변화에 의해 변화된다. 이것은 컬렉터층들(9 및 7)에 인가되는 전위들(전압들)의 비

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 즉 컬렉터층들(9 및 7)의 전계들의 비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컬렉터층들(9

및 7)의 충돌전리계수의 비와 일치되도록 컬렉터층들(9 및 7)의 전계들이 할당될 수 있다. 그 결과, 애벌랜치항복이 컬렉

터층들(9 및 7)에서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파괴내압을 상승시키거나 향상시킨다.

  상기 제1실시예의 트랜지스터(50)에서, 추가된 컬렉터층(8)은 GaAs컬렉터층(7)과 동일한 반도체층(즉, GaAs)으로 이

루어진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컬렉터층(8)은 InGaP컬렉터층(9)과 동일한 반도체층(즉, InGaP)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층(8)은 GaAs층과 InGaP층으로 이루어진 2층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층(8)은, InGaAs, AlGaAs,

InAlGaAs 및 InAlAs와 같은 다른 혼합결정 반도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층(8)은 이 반도체들로 이루어진 층들을 포함하는

다층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n형 GaAs컬렉터층(7)은 GaAs를 포함하는 반도체로 구성되면 충분하다. 즉, 층(7)은 AlGaAs, InGaAs, InAlGaAs 및

GaAsP와 같이 GaAs를 포함하는 혼합 반도체결정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n형 GaAs컬렉터층(7) 및 n형 InGaP컬렉터층(9) 각각은 도핑되지 않은 반도체(즉, 불순물로 도핑되지 않은 반도체)로 구

성될 수도 있다.

  제2실시예

  도 11에서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npn형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50A)의 적층구조를 보여준다.

  앞서 설명된 도 5의 제1실시예에 따른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50)에서, 고전계영역은 n형 InGaP컬렉터층(9)내

에 발생된다. 그러나, n+형 GaAs부컬렉터층(4)의 도핑농도가 불충분하면, 컬렉터영역(즉, 컬렉터층들(7, 8 및 10))에 형

성된 공핍층이 부컬렉터층(4) 측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 경우, 고전계는 층(4)의 공핍영역에서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이점들을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는, 부컬렉터층(4) 측상의 컬렉터층(9)과 인접한 부분에, 컬렉터층(7)보다 더 넓은

에너지밴드값을 갖는 반도체층이 추가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실시예의 트랜지스터(50A)는 이러한 넓은 밴

드갭의 반도체층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도 11에서, n+형 부컬렉터층(10, 두께 500㎚)이 n+형 GaAs부컬렉터층(4)과 n형 InGaP컬렉터층(9) 사이

에 추가적으로 마련된다. 층(10)에는 n형 불순물로서 Si이 4.0×1018/㎤의 도핑농도로 도핑된다.

  트랜지스터(50A)의 다른 구조는 도 5의 제1실시예 트랜지스터(50)와 동일하다. 따라서, 간이화를 위하여 구조의 다른 설

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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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실시예의 트랜지스터(50A)에 n+형 InGaP 부컬렉터층(10)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

는다. 에너지밴드갭이 n형 GaAs컬렉터층(7)보다 넓다면, InGaP 이외의 다른 반도체가 부컬렉터층(10)으로 사용될 수 있

다.

  부컬렉터층(10)의 도핑농도는 n형 InGaP컬렉터층(9)보다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바람직하게 5×1017/㎤ 이

상으로 설정된다.

  부컬렉터층(10)의 두께는, 최고 파괴내압이 트랜지스터(50A)에 인가될 때 층(10)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공핍되

지 않도록 충분히 큰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층(10)의 도핑농도가 4.0×1018/㎤ 일 때, 층(10)의 두께는 5㎚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11의 제2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50A)에서, 제1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50)와 동일한 이점들이 얻어질 수 있다

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제1실시예와 비교하여 제2실시예에서 이 이점들이 더 확실하게 얻어질 수 있다.

  제3실시예

  도 12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집적회로(IC, 60)의 회로도이다. 이 IC 또는 장치(60)는 마이크로파용 고출

력 증폭기IC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2에서, IC(60)는 그 사이에 위치된 임피던스정합회로(18)를 거쳐 서로 연결된 증폭기(17a) 및 증폭기(17b)를 포함한

다. 이 소자들(17a, 17b 및 18)은 RF(radio frequency)입력단자(19)와 RF출력단자(20) 사이에 위치된다. 바이어스회로

(21)는 증폭기들(17a 및 17b)에 소정의 바이어스전압을 인가한다.

  입력단자측에 위치된 증폭기(17a)는 구동증폭단이다. 증폭기(17a)는 제1 또는 제2실시예에 따른 헤테로접합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들(50 또는 50A)을 복수 개 포함하고, 사용된 트랜지스터들(50 또는 50A)의 전체 이미터영역이 960㎛2로 설

정된다. 출력단자측에 위치된 증폭기(17b)는 전원증폭단이다. 증폭기(17a)와 같이, 증폭기(17b)는 제1 또는 제2실시예에

따른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들(50 또는 50A)을 복수 개 포함하고, 사용된 트랜지스터들(50 또는 50A)의 전체 이

미터영역이 7200㎛2로 설정된다.

  제3실시예의 IC(60)에서도, 제1실시예 또는 제2실시예에서와 동일한 이점들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도 12의 회로는 일 예이다. 그러므로, IC(60)은 소망의 다른 회로구성을 가질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변형예들

  이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기 때문에, 본 발명은 제1 내지 제3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본

발명의 정신 내에서 변화 및 변경이 추가될 수 있다.

  도 5 및 11의 적층구조들은 단지 예들일 뿐이다. 따라서, 다른 적층구조들이 본 발명에 따른 트랜지스터들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정신에 벗어남 없는 변경이 본 분야의 기술자들에게 명백하다

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이하의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에 따르면,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파괴내압을 높일

수가 있다. 또, 컬렉터전류-컬렉터전압의 상승특성의 열화를 방지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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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제1도전형 반도체로 이루어진 부컬렉터영역;

  상기 부컬렉터영역에 접하고 제1도전형 반도체로 이루어진 컬렉터영역;

  상기 컬렉터영역에 접하고 제2도전형 반도체로 이루어진 베이스영역; 및

  상기 베이스영역에 접하고 제1도전형 반도체로 이루어진 이미터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컬렉터영역은, 상기 부컬렉터영역에 접하고 제1도전형 반도체 또는 도핑되지 않은 반도체로 이루어진 제1컬렉터

층;

  상기 베이스영역에 접하고 제1컬렉터층보다 좁은 밴드갭을 갖는 제1도전형 반도체 또는 도핑되지 않은 반도체로 이루어

진 제2컬렉터층; 및

  상기 제1컬렉터층 및 제2컬렉터층 사이에 위치되고 상기 제2컬렉터층보다 높은 도핑농도를 갖는 제1도전형 반도체로 이

루어진 제3컬렉터층을 구비하며,

  상기 제1컬렉터층은 InGaP로 구성되고, 이 InGaP는 3족 원소층에 In원자들 및 Ga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자연초격

자를 포함하는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컬렉터층은 상기 제1컬렉터층 또는 상기 제2컬렉터층과 동일한 반도체를 포함하는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컬렉터층은 GaAs를 포함하는 반도체로 이루어진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컬렉터층은, InGaAs, AlGaAs, InAlAs 및 InAlGaAs로 구성된 그룹 중에 선택된 혼합반도체결

정으로 이루어진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컬렉터층은 GaAs를 포함하는 반도체로 이루어진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컬렉터층은, InGaAs, AlGaAs, InAlAs 및 InAlGaAs로 구성된 그룹 중에 선택된 혼합반도체결

정으로 이루어진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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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컬렉터층은 10㎚ 이하의 두께를 갖는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컬렉터층은 InGaP 및 GaAs 중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진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컬렉터층은 상기 컬렉터영역의 전체 두께의 1/10 이상의 두께를 갖는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

랜지스터.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컬렉터층은 5×1017/㎤이상의 도핑농도를 갖는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컬렉터층보다 더 넓은 밴드갭을 갖는 추가부컬렉터층을 더 포함하고,

  상기 추가부컬렉터층은 제1컬렉터층에 인접하도록 상기 부컬렉터영역에 마련되는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

청구항 13.

  제1항과 제3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헤테로접합 바이폴라트랜지스터들을 복수 개 포함하는 반도체집적회

로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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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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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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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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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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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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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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