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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에너지를 가진 양성자가 반도체 소자에 충돌할 때 구조적인 결함이 생성되게 된다. 이 결

함들이 밴드갭 내의 중심부분에 위치하여 캐리어가 그 안에 들어가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게 되므

로 캐리어의 수를 급격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GaN와 같은 wide bandgap 반도체 소자

들은 우주방사선에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AlGaN/GaN HEMT는 channel이 

매우 얇기 때문에 양성자에 대한 영향을 더욱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고 반도

체 소자로서의 안정성을 평가 및 최적화시키기 위해 25MeV와 5keV의 양성자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MeV대의 양성자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데 반해 5keV의 양성자

는 HEMT의 2DEG층과 직접 충돌하여 channel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전류의 저하를 일으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hodoluminescent, transconductance 등의 반도체 특성요소를 양성자

선 충돌 전,후에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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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양성자선에 의한 Wide Bandgap 반도체 소자의 특성변화 분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인공위성에는 수많은 전자부품들이 집적되어있다. 지구 주변의 van Allen Belt 에서는

강한 에너지를 가진 양성자들이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을 작동불능 상태로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물

질중에서 특히 Radiation 에 강한 Wide Bandgap 반도체소자( Gallium Nitride, Silicon

Carbide 와 Zinc Oxide) 들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강한 에너지를 가진 양성자가 반

도체소자에 충돌할 때, 구조적인 결함(Defect)이 생성된다.[1] 이러한 결함들은 반도체 내

의 캐리어의 수를 급격히 저하시킨다. 따라서, 강한 양성자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우주

공간에서 반도체의 성능을 장기간동안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성자선이

GaN 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GaN로 만들어진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 가 고에너지 양성자와의 충돌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연구개발의 내용은 고에너지 양성자와의 충돌에 의한 Wide Bandgap 반도체의 전기적/구

조적 특성 평가이다. 인공위성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회로부품이 사용되는데 그중에는 고

전력 증폭기(High Power Amplifier)와 다이오드(Schottky Diode)가 있다. 이러한 고성능,

고주파, 고전력 증폭기에는 최근에는 AlGaN 와 GaN 사이에서 Piezoelectric Effect에 의해

2-Dimensional-Electron-Gas(2DEG) 가 생성되는 AlGaN/GaN 를 소재로 한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HEMT)가 주로 사용된다.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AlGaN/GaN HEMT 소자의 고에너지 양성자선충돌로 인해 변화하는 물질적/전기적 특성

평가하여 최종적으로는 wide bandgap 반도체 소자의 최적화를 하는 것이 목표이다.

Ⅳ. 연구개발결과

25MeV와 5keV의 양성자를 조사한 결과 25MeV의 양성자와 충돌한 HEMT의 I-V 측정한 결과는 충돌

전의 측정치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GaN 기반의 소자들은 격자상수가 매우 작기 때문

에 displacement threshold energy가 매우 크므로 탄성충돌 및 비탄성 충돌에 의한 결함이 상대적으로 적

게 발생하게 되고, AlGaN/GaN HEMT는 전자가 흐르는 channel인 2DEG가 매우 얇기 때문에 그만큼 양

성자에 대한 영향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반면 5keV의 양서자는 HEMT의 2DEG층을 직접적으로 붕괴시

키게 되므로 소자의 성능을 급격히 감소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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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기존의 Si기반의 소자들은 위성탑재시 양성자 등의 우주 방사선에 매우 취약하다. GaN기반의 소자들은

우주방사선에 강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특히 AlGaN/GaN HEMT는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Si과

GaAs기반의 소자에 비해 우주방사선에 매우 내구성이 강하므로 위성탑재용으로 적합하다. 앞으로 우주

개발 중장기 개획에 의해 다량의 위성이 제작 및 발사될 것이므로 본 연구 결과는 소자 대체에 참고사항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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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AlGaN/GaN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s were irradiated at 5keV and 25MeV proton

energies. Current-voltages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proton irradiation. As expected

from simulation results, 5keV protons severely damaged the transistors’ performance

compared to 25MeV protons. Also, the effects of both lower and higher fluencies were

compared. Source-Drain currents were dramatically decreased under higher fluency. And

AlGaN/GaN HEMTs with GaN cap layers were irradiated with high energy (17 MeV)

protons to doses up to 2x1016cm-2. There was no significant degradation in dc electrical

parameters such as drain – source current (IDS) and extrinsic transconductance (gm) of the

HEMTs up to a fluency of 7.2x1013 protons/cm2. At the highest dose of 2x1016 protons/cm2

there was a decrease of 43% in IDS and a 29% decrease in gm. The data is consistent with

the introduction of defect centers in the HEMT structure by the high energy protons

leading to a reduction in carrier concentration and mobility in the 2- dimensional electron

gas channel due to the extremely thin 2DEG and the high displacement threshold energy,

AlGaN/GaN HEMT has great potential for applications in earth or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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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20기의 국산위성을 지구궤도 상

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위성에는 수많은 전자부품들이 집적되어있다. 이러한

전자부품들은 우주공간에서 끊임없이 고에너지를 가진 양성자, 전자, 이온, 우주선등 과의 충돌을

견뎌야 한다[2]. 지구 주변의 van Allen Belt 에서는 이러한 강한 에너지를 가진 양성자들이 반

도체 소자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을 작동불능 상태로 만든다. 이에 Radiation

에 강한 Wide Bandgap 반도체소자( Gallium Nitride, Silicon Carbide 와 Zinc Oxide)들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강한 에너지를 가진 양성자가 반도체소자에 충돌할 때, 구조적인 결함

(Defect) 이 생성된다. 이러한 결함들은 반도체 내의 캐리어의 수를 급격히 저하시킨다. 왜냐하면,

결함들이 밴드갭내의 중심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캐리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는

것이 매우 힘들다. 게다가 그 시간도 매우 길어서,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때로는 이러한 결함 들이 캐리어의 진행을 방해하여, 소자의 작동속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기

도 한다. 경험적인 결과로 볼 때 우주방사선 및 양성자에 의한 결함에 대한 내구성은 격자상수

(lattice constant)의 역수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반도

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소자들은 격자 상수가 상대적으로 큰 기존의 실리콘(Si)이나 갈륨비소

계(GaAs) 소자에 비해 더 오랫동안 우주방사선에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질화갈륨이나

산화아연 등으로 제조된 우주방사선에 강한 최적화된 형태의 소자를 개발하여 우주환경에서의

장비 성능의 안정화와 장비 수명연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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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절 내방사선 관련기술의 국내동향 및 수준

국내에서의 우주 방사선 관련연구는 1975년부터 2004년까지 30년간 40건으로 전체 16위정도

의 위치에 있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의 문헌수는 우크라이나에 근소하게 뒤져 13위

에 위치하고 있다.[2] 주로 원자력연구소와 포항공대의 항공재료연구센터(Center for Adv.

Aerosp. Mater.)에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작에 있어서 기술수

준은 최고에 이르고 있으나 실리콘 계열의 반도체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Lockheed

Martin Corporation, Raytheon, 그리고 Northrop Grumman Space Technology 같은 우주항공

산업체 들의 경우에 질화갈륨(GaN) 소자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주방사선이 전자

장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인조우주방사선 제작이 쉽지 않음에 따라, 항공우주연구분

야에 다소 뒤쳐져 있어 본 과제와 유사한 연구들은 아직 초기개발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2. 해외기술동향 및 수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발표한 국가별 관련문헌의 분포를 보면 미국이 약 34 %( 891

건)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외 프랑스, 일본, 러시아 순으로 문헌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문헌의 58%가량으로, 이들 국가의 연구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Sandia National Laboratory, Naval Research Laboratory, Jet Propulsion

Laboratory 등의 연구기관에서 관련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Alcatel Espace, Matra Marconi Space, 일본의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JAXA: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KEK(High Energy Accelerator Research

Organization: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에서의 연구가 진행중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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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방사선경화 분야의 국가별 문헌 발표 비중 분포(199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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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lGaN/GaN HEMT 단면

3-1절 이론적, 실험적 접근

실험적인 결과에 의하면 반도체와 외부입자의 충돌이 일어날 때 displacement threshold energy(Td)는

반도체 격자상수의 역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3]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Si이나 GaAs는 매우

큰 격자상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방사선에 매우 취약하다. 반면 GaN는 매우 작은 격자상수로 인

해 displacement threshold energy가 크므로 양성자 및 우주방사선에 큰 내구성을 가지게 된다.

Semiconductor Si GaAs InP ZnO InAb GaN

Lattice

Constant(Å)
5.43 5.65 5.87

a=3.25

c=5.21
6.48

a=3.19

c=5.19

특히, AlGaN/GaN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 (HEMT)에서 전자는 2dimensional electron

gas(2DEG)를 통해 흐르게 되는데 이 2DEG층은 10nm이하로 매우 얇기 때문에 양성자에 의해 channel이

붕괴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앞서, Luo 그룹은 AlGaN/GaN HEMT에 40MeV의 양성자를 5×10
9
/cm

2
까지 조사하여 transconductance,

Source-Drain current, threshold voltge의 감소를 보고한 바 있다.[4] 이를 참고로 하여 다른 에너지 및

더 많은 조사량의 양성자를 조사하여 전기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반도체 격자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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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5MeV, 5keV 양성자 조사 전,후의 source-drain current

3-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먼저, 더 정밀하고 확연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6V에서 90mA정도의 saturation current를 가지는 좋은

성능의 HEMT를 제작하였다. 먼저 MOCVD방법을 이용하여 Al0.3Ga0.7N/GaN를 c-plane Al2O3 위에 성장

시켰다. 여기서 AlGaN은 25nm, GaN은 3μm이다. MESA 구조를 만들기 위해 inductively coupled

plasma를 이용하였고, 그런 후에 Ti/Al/Pt/Au ohmic metal을 증착하였다. 750oC에서 30초간 열처리를

한 후 Pt/Au gate metal을 증착하고, final metal을 증착하였다. 마지막으로 PECVD 방법을 이

용해 silicon nitride passivation layer를 증착하였다. 그런 다음 25MeV, 5keV의 양성자를 조사한

후 전기적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여기서 특별히 5keV를 선택한 이유는 시뮬레이션에 의해 AlGaN/GaN

HEMT의 2DEG 층을 직접적으로 양성자와 충돌시켜 고에너지 양성자와 충돌시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이다. 조사량은 25MeV를 2×109/cm2과 2×1012/cm2이고, 5keV 양성자는 2×1013/cm2과 2×1016/cm2 이

다. 추가적으로 17MeV 양성자의 조사량을 달리하여 조사량의 차이에 따른 전기적, 구조적 특성 또한 분

석해 보았다. 조사량은 7.3×1013/cm2, 2×1015/cm2, 2×1016/cm2이다. 전기적 특성은 transconductance,

Source-Drain current, threshold voltage를 비교 분석하였고,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athodoluminescent spectroscopy를 이용하였다.

3-3절 연구 결과

1. 그림 2는 25MeV와 5keV양성자 조사 전후의 gate voltage -6, -4, -2, 0V에서의 전류값을 보여준다.

5keV에서는 확연한 current의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반면 25MeV에서는 양성자 조사 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5keV 양성자가 2DEG channel을 직접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에 비해

25MeV 양성자는 매우 크기가 작고 고에너지이 때문에 샘플을 투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수십에서 수백 MeV의 양성자가 존재하는 우주공간에서의 AlGaN/GaN HEMT의 전자 장비소자

로서의 내구성은 매우 우수하고, 기존 실리콘 기반 소자의 대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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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fluency High fluency
Before irradiation 80.70mA(at VDS=6V) 91.47mA(at VDS=6V)

25 MeV irradiation 77.81mA(3.6% decrease) 85.91mA(6.1% decrease)
5 KeV irradiation 14.56mA(82% decrease) 7.49mA(91.8%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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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7MeV 양성자 조사 전,후의 CL spectroscopy

2. 양성자 조사 후의 결함에 의한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cathodoluminescence

spectroscopy를 이용하였다. 그림 3은 17MeV 양성자 조사전과 2×1015/cm2과 2×1016/cm2 조사 후

의 CL spectroscopy 결과이다. 조사 전과 조사 후의 구조적 결함이 매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양성자의 탄성충돌과 비탄성 충돌에 의한 입자의 이탈과 결합의 붕괴에 따른 것이다.

그림 4은 17MeV 양성자 피폭량의 차이에 따른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Source-Drain current 및 transconductance는 양성자 피폭량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사량이 2×1015/cm2, 2×1016/cm2 으로 증가함에 따라

current는 약 16%, 43%의 감소를 나타낸 반면 CL peak의 변화량은 76%, 98%이다. 이는 2DEG층의 존

재가 양성자에 의한 구조적 결함의 생성에 비해 전기적 특성의 변화는 매우 작게 만든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우주에서 사용되는 전자장비의 부품으로 사용되어 많은 우주방사선에 노출

되어 구조적 결함을 가지더라도 전기적 특성의 악화로 작동 불능상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가

된다.

표 3 양성자 충돌 에너지에 따른 전류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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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양성자 조사량에 따른 source-drain current 변화 및 transconductance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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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개발의 목표는 wide bandgap 반도체 소자의 고에너지 양성자 충돌에 의한 물질적, 전기적 특성

평가이고 HEMT 제작 및 Schottky 소자의 제작과 제작된 소자에 양성자 충돌실험을 하여 특성을 평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실험의 결과로 볼 때 제작된 HEMT의 성능은 6V에 90mA정도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고 CL spectroscopy와 I-V measurement를 이용하여 구조적,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여 그 연관성과 제작된 HEMT의 고에너지 양성자에 대한 내구성 평가를 시행하여 그 우수성을

밝혔다. 이로서 고 부가가치의 우주산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위성 및 우주왕복선에 설치되는 전자장비에 실리콘기반의 부품에서 고성능

고주파용 wide bandgap 소자로의 대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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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aN은 큰 밴드갭을 장점으로 가전과 통신, 군사 등에서 기존의 Si 및 GaAs를 대체할 미래의 전

자부품 소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로 생산되고 있는 GaN의 웨이퍼 지름은 기술적 제약

으로 인해 3인치정도에 불과하고, GaN의 제품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주방사선으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했던 양성자 충돌 실험 외에도 중성자

및 감마선에 대한 AlGaN/GaN HEMT의 내구성에 대한 평가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GaN 기반의 나노선을 이용한 트렌지스터에 양성자 및 중성자, 감마선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여 위성 탑재용 소자의 최소화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노선은

일반적인 HEMT소자에 비해서도 매우 작은 channel을 가지고 있고 gate에 의한 소자 동작을 빠르고 효

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소자들에 비해 양자역학적인

충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구조적, 전기적 특성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나노선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나노선 소자에 대한 우주방사

선 내구성 연구는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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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의 Kazukauskas그룹에서는 ionizing radiation detector로서의 GaN schottky diodes에

24GeV의 proton을 조사했을 때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Fluency 1014 – 1016 /cm2 정도이고

defects는 thermally stimulated defect spectroscopy로 조사하였다. 또한 radionuclide와

isotopes들의 수와 activity역시 조사하였다. Irradiation의 양과 비례하여 schottky contac의 정

류특성을 잃어버렸고 tmaterial resistivity는 수 order 차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JAIST(Japan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Jeong 그룹은

Epitaxial lifted-off(ELO) 방법을 이용하여 두꺼운 buffer layer 위에 기른 device layer를 AlN

substrate에 이식하고 GaAs와 buffer layer를 재생함으로서 비용의 절감과 성능향상을 이루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물질들의 Lattice-mismatch에 의한 defect를 최소화하

기 위한 것으로서 compound semiconductor을 대면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있어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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