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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테라헤르츠 시스템에 용 가능한 쇼트키 다이오드를 이종 지스트 패터닝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 하 다. 

제작된 쇼트키 다이오드는 자선묘화공정(electron beam lithography)과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를 사용하여 양극 

 양극 패드의 연결을 동시에 패터닝 하여 공정을 단순화 시켰다. 측정결과 제작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직렬 항은 11.2 Ω, 

합용량은 25.96 fF, 이상 계수(ideality factor)는 1.25를 얻었으며, 차단 주 수는 547.6 ㎓를 얻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fabricated the Schottky diode for THz applications by heterogeneous resist patterning method. 

The Schottky diode was developed using electron beam lithography and photolithography to connect the anode and the 

anode pad for a simple process. The measured performance of developed Schottky diode are 11.2 Ω of series resistance, 

25.96 fF of junction capacitance, 1.25 of ideality factor and 547.6 ㎓ of cut-off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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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쇼트키 다이오드는 다수반송자(majority carrier) 소

자이기 때문에 하 장효과(charge-storage effect)가 

매우 고 PN 합에 비해 스 칭이 빠르다
[1]
. 이러한 

이유로 쇼트키 다이오드는 리미터   테라헤르츠 

시스템의 혼합기, 검 기등에 용 할 수 있다[1,2].

테라헤르츠 역은 자  스펙트럼에서 리미터  

역과 원 외선 역의 간에 치하는 100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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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z 사이의 자  스펙트럼으로서, 소자  부품 등 

련 기술이 미개발되거나 개발 인 미개척 주 수 

역이다. 테라헤르츠 역의 자 는 수증기 등 기의 

수분에 강하게 흡수되며, 라스틱, 나무, 종이, 옷감 등 

비이온화 물질은 투과하고 속에는 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3]. 표 인 응용분야로는 의료, 군사, 보안

검색등에 응용될 수 있으며, 식품, 제약, 폭발물등의 비

괴 검사에 용 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을 심으로 

매우 활발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자소자를 이용한 신호 생성단을 사용하면 에 지

량이 X-ray에 지에 비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인체에 

향을 게 주므로 매우 안 한 진단기기를 제작할 수 

있다. 한 테라헤르츠는 짧은 장에 의해 마이크로  

 리미터  센서보다 높은 해상도를 가지기 때문에 

정 한 상이 필요한 의료 장비 등에 용될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재 쇼트키 다이오드에서 양극과 양극 패드의 연결

에 사용되고 있는 에어 리지 공정은 매우 복잡하고 

align이 어렵기 때문에 수율이 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 리지 공정

을 개선한 자선묘화공정과 포토리소그래피를 동시에 

용한 이종 지스트(E-beam resist, photo resist) 패

터닝을 사용하여 양극과 양극 패드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한 이 기술을 MINT 표  공정에 용하

여 테라헤르츠용 쇼트키 다이오드를 개발하 다.

Ⅱ. 이종 레지스트 패터닝 기술 개발

쇼트키 다이오드의 양극과 양극 패드를 연결하는 에

어 리지 기술은 유 체를 사용한 박막공정에 비해 

설 류가 작은 장 이 있지만 제작 공정이 매우 복잡하

며, 공정 단계에서 정확한 align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misalign에 의한 수율 하를 수반한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 자선 감 제와 감 제를 이용한 이종 지

스트 패터닝 기술을 개발하 다.

그림 1은 MINT 표  공정에서 사용되는 에어 리지 

공정의 흐름도이다. 그림 1(a), (b), (c)와 같이 에어 리

지의 다리부분(PR-VIA)을 패터닝 하고  박막(Au 

thin film) 280 Å을 증착하 다(그림 1(d)). 이때  박

막이 없으면 에어 리지 패턴을 상(development) 하

는 동안 PR-VIA층이 같이 상되기 때문에 박막이 

(a) PR coating

(b) PR-VIA pattering

(c) Baking (PR flow)

(d) Au thin film evaporation

(e) Air-bridge patterning

(f) Au thin film etching

(g) Metal evaporation

(h) lift-off

그림 1. 에어 리지 공정 흐름도

Fig. 1. Process flow of air-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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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VIA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다음 그림 

1(e)와 같이 에어 리지 패터닝을 진행한 후, 그림 1(f)

와 같이  박막을 식각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1(g)와 

같이 속(Ti/Au)을 증착한 후 지스트를 lift-off하면 

그림 1(h)와 같은 에어 리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쇼트키 다이오드의 양극의 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공정이 어려워 수율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

를 개선하기 해 이종 지스트 패터닝 기술을 개발하

다. 이종 지스트 패터닝 기술은 자빔 지스트가 

포토 상액(developer)에 반응을 하지 않는 특성을 이

용하 다. 우선 그림 2(a)와 같이 웨이퍼에 자빔 지

스트를 도포하 다. 그 다음 자선묘화장치를 이용하

여 양극과 양극 패드 극 연결 부분을 패터닝 하 다

(그림 2(b)). 패터닝이 완료된 웨이퍼 에 다시 포토 

감 제를 도포 하 다(그림 2(c)). 마지막으로 노 장치

(mask aligner)를 사용하여 패터닝을 완료하 다. 그림 

2(d)는 이종 지스트 패터닝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에어 리지의 패터닝의 측면도를 보여 다.

기존에 사용된 에어 리지 공정은 그림 1(e)의 단계

(a) E-beam resist coating

(b) E-beam resist patterning (PR-VIA)

(c) Photo resist coating

(d) Photo resist patterning

그림 2. 이종 지스트 패터닝 공정 흐름도

Fig. 2. Process flow of hetero-resist patterning.

그림 3. 에어 리지 공정  misalign

Fig. 3. Misalign of air-bridge patterning.

그림 4. 이종 지스트 패터닝  misalign

Fig. 4. Misalign of hetero-resist patterning.

에서 그림 3과 같이 misalign이 발생하게 되면 속의 

lift-off가 되지 않아 수율 하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이종 지스트 패터닝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 포토 감

제의 패터닝에서 그림 4와 같은 misalign이 생기더라도 

양극 지름이 작아질 뿐 극 연결에 문제가 어들며, 

기존 에어 리지 공정에 비해  박막 공정과 박막 식

각 공정이 어 수율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Ⅲ. 쇼트키 다이오드의 제작

1. 에피웨이퍼 소자 구조

쇼트키 다이오드를 제작하기 하여 사용된 에피택

셜 구조는 그림 5와 같이 설계 되었다. 설계된 에피택

셜 구조는 분자선 에피택시(molecular beam epitaxy)를 

Material
Thicknes

s (Å)

Dopan

t

Doping 

Concentration 

(cm-3)

Type Comment

GaAs 3500 Si 1Χ1017 n
Schottky 

contact

GaAs 3000 Si 6Χ1018 n+
Ohmic 

contact

GaAs 3000 - - i Buffer

S.I. GaAs Substrate

그림 5. 쇼트키 다이오드의 제작을 한 소자의 에피택

셜 구조

Fig. 5. Epitaxial structure for Schottky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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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성장하 으며, Semi Insulating GaAs 기

에 GaAs 완충층(buffer) 3000 Å을 성장하 고, 그 에 

오믹 형성을 한 6×1018 도핑된 GaAs 3000 Å과 쇼트

키 을 형성하기 한 1×10
17
 도핑된 GaAs 층을 

3500 Å 성장시켰다. 본 논문에 사용된 에피 웨이퍼는 

주문 제작되었다.

2. 쇼트키 다이오드 제작

쇼트키 다이오드의 제작에서 가장 요한 부분은 쇼

트키 이다. 양극에서의 쇼트키 과 패드를 에어 

리지로 연결하는 공정 한 매우 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쇼트키 과 양극패드를 한 번에 제작할 수 

있으며, 작은 양극 지름을 실 하기 해 자선묘화공

정(electron beam lithography)과 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를 사용하 으며 요 공정을 리미

터  신기술연구센터 (MINT)의 기본 공정을 용 하

다.

가. 초기 세척 (initial cleaning) 

첫째로 에피택셜 웨이퍼(wafer)를 CS-606, acetone, 

IPA, D.I. water 순서로 기 세척 하 다. 기 세척은 

웨이퍼에 묻어있는 각종 오염물질  유기물을 세척하

는 과정이다. 그림 6 (a)는 기 세척 후 웨이퍼의 상태

를 보여 다.

나. 격리 공정 

그 다음 쇼트키 역과 오믹 역을 형성하기 한 

격리 공정을 실행하 다. 감 제(photoresist)를 도포한 

후 포토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패터닝(patterning)을 실

시했다. 격리공정은 염산을 사용하여 산화막(oxide)을 

제거한 후 인산을 사용하여 습식 식각 하 다. 식각 공

정은 쇼트키 역 3500 Å, 오믹 역 3000 Å을 각각 습

식 식각 하여 격리공정 하 다. 본 공정은 쇼트키 역

과 오믹 역에 걸쳐 두 번 실시되며, 그림 6 (b), (c)는 

쇼트키 역 격리 공정과 오믹 역 격리 공정 후의 웨

이퍼 상태를 보여 다.

다. 오믹 공정

오믹(ohmic) 공정은 음극 극(cathode) 연결을 한 

공정이며, 반도체와 속 사이로 리어(carrier) 이동을 

용이하게 만든다. 오믹 역의 패터닝은 AZ5214 감

제를 사용 하 고 오믹 합을 형성하기 하여 

AuGe/Ni/Au을 사용하 다. 오믹 패턴은 쇼트키 격리 

역과의 간격을 3 ㎛ 띄워 놓았다. 이러한 이유는 포

토리소그래피 공정상의 align 오차 때문이다. 이 간격이 

무 커지면 쇼트키 다이오드의 항이 커지기 때문에 

(a) Wafer cleaning

(b) MESA etching (Schottky area)

(c) MESA etching (Ohmic area)

(d) Ohmic metalization & alloy

(e) Hetero-resist patt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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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Lift-off

그림 6. 쇼트키 다이오드 공정 흐름도 

(a) 기세척 (b) 쇼트키  역 격리공정 (c) 오믹 

역 격리공정 (d) 오믹 공정 (e) 양극  에어

리지 패터닝 (f) 완성된 쇼트키 다이오드

Fig. 6. Process flow of Schottky diode.

(a) initial cleaning (b) mesa process (Schottky 

layer) (c) mesa process (ohmic layer) (d) ohmic 

process (e) anode and air-bridge patterning (f) 

completed Schottky diode.

특성이 하되며, 작아질수록 항이 어들지만 align 

오차 때문에 단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

려하여 오픽 패턴과 격리 역간의 간격을 최 화 하

다. 그 후 열처리 공정은 RTA(rapid thermal 

annealing)를 이용하여 320 ℃에서 60  동안 진행 하

다. 제작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오믹 항은 

1×10-7 Ω/cm2이 측정 되었다. 그림 6(d)는 패터닝과 증

착 공정이 완료된 오믹 공정의 측면도를 보여 다.

라. 양극 및 에어브리지 공정 

양극 공정은 자선묘화공정, 양극과 양극 패드를 연

결하기 한 에어 리지 공정은 포토리소그래피를 사용

하여 두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 다. 우선 PMMA 자

빔 지스트를 도포한 후 자선묘화공정 장비를 사용

하여 양극 패터닝을 실시하 다. 양극 패터닝이 완료된 

후에 포토 감 제를 도포한 후 MA-6 포토리소그래피 

장비를 사용하여 에어 리지 패터닝을 완료하 다. 그

림 6(e)는 패터닝이 완료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측면도

를 보여 다. 이러한 공정이 가능한 이유는 자빔 

지스트는 포토 상액(developer)에 반응을 하지 않지

만, 포토 감 제는 자빔 지스트 상액에 반응하게 

되어 패턴이 지워지는 상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자빔 패터닝을 진행한 후 포토 패터닝을 진

행하면 자빔 지스트에는 향이 없게 된다. 패터닝

이 완료된 후 Ti/Pt/Au를 증착하여 양극  에어 리

그림 7. 제작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미경 사진

Fig. 7. Photomicrograph of fabricated Schottky diode.

지 패터닝을 완료 하 다. 에어 리지 공정에서도 단락

오차를 고려한 패턴 배치를 하 다. 각 공정에 단락오

차를 고려한 패턴 배치는 소자의 수율에 큰 향을 미

친다.

그림 6(f)는 완성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측면도를 보

여 다. 기존의 공정은 양극 극을 따로 패터닝 한 후 

양극과 양극 패드를 연결하 기 때문에 두 번의 공정이 

필요하 으며, 에어 리지 형성하는데 매우 복잡한 과

정이 필요하 다[5]. 이러한 공정은 기존에 사용하던 공

정의 단 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한 장의 마스크

와 한 번의 메탈 증착 공정을 생략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의 장 은 쇼트키다이오드의 특성 하를 막을 수 

있으며, 수율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 사용된 

양극의 지름은 4 ㎛이며, 그림 7은 제작된 쇼트키 다이

오드의 미경 사진이다.

Ⅳ. 실험 결과 및 고찰

그림 8은 Keithley사의 4200-SCS(semiconductor 

characterization system)를 사용하여 측정된 I-V 특성

을 보여 다. 제작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체 직렬 

항(total series resistance (RS,total))은 11.2 Ω이다. 이상 

계수(ideality factor)는 1.25를 얻었으며 0.597 V ～ 

0.525 V 구간에서 추출했다.

쇼트키 다이오드의 정 용량- 압(capacitance 

voltage) 특성은 Agilent E4980A LCR Meter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9는 제작된 쇼트키 다이오

드의 정  용량- 압 특성을 보여 다. 측정된 0 V에서

의 체 합 용량(total junction capacitance (Cj0,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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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작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I-V 특성

Fig. 8. I-V characteristic of fabricated Schottky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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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작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정 용량- 압 특성

Fig. 9. Capacitance-voltage measurement of fabricated 

Schottky diode.

은 25.96 fF이며 1MHz에서 측정되었다.

측정된 직렬 항과 합 용량을 이용하여 차단 주

수를 계산할 수 있다[6]. 식(1)을 사용하여 계산된 쇼트

키 다이오드의 차단 주 수는 547.6 ㎓이다.




        (1)

표 1과 같이 보고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결과를 볼 때 

본 논문에서 제작된 쇼트키 다이오드는 테라헤르츠 

역의 혼합기, 검 기 등에 용 가능할 것으로 상된

다
[7-9]
. 표에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양극의 크기가 이번 

실험 결과보다 작기 때문에 차단주 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이종 지스트 패

터닝을 발 시켜 양극 크기를 이면 좀 더 높은 차단

주 수를 얻을 수 있다고 단된다. 한 본 연구에서 

Ref.

Series 

Resistance 

(RS, Ω)

Junction 

Capacitance 

(Cj0, fF)

Ideality 

Factor

Cut-off 

Frequency

(GHz)

Anode 

size

(㎛)

[7] 6 15 1.2 1769 Ø =2.5

[8] 9.7 17 1.16 965 0.25 × 4

[9] 12-14 16 - 765 Ø =1.4 
This 

work
11.2 25.96 1.25 547.6 Ø =4

표 1. 쇼트키 다이오드의 제작을 한 소자의 에피택

셜 구조 (Ø : 양극 지름)

Table 1. Epitaxial structure for Schottky diode. ( Ø : 

diameter of anode )

얻은 데이터는 국내 최 의 테라헤르츠용 쇼트키 다이

오드에 한 결과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선묘화공정과 포토리소그래피를 

동시에 용한 이종 지스트 패터닝을 이용하여 쇼트

키 다이오드를 제작 하 다. 기존 공정 방법에서 수율 

 특성 하를 일으키는 공정은 양극과 양극 패드를 

연결하는 에어 리지 공정이며, 두 패턴의 align이 가장 

어려운 공정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이종 

지스트 패터닝을 사용하게 되면  박막 공정과  박

막 식각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공정을 단순화 시킬 수 

있고, misalign 허용 오차를 늘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공

정의 단순화는 수율 향상으로 이어졌으며, 이종 감 제 

패터닝을 용한 결과 약 20%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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