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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now, we have been analysing the resistance values on 3 dimensional structure using experimental 

statical method or theoretical modeling, while devices miniaturizing reveals the limitation of the traditional 

methods to calculate  3 dimensional resistance. In addition, 2 dimensional analysing can not produce 3 

dimensional characteristic following  miniaturizing.

To solve the limitations , we must do high level modeling of semi-conductor process. In this thesis, we 

analyzed  the Laplace equation that is the basic and important for 3 dimensional structure resistance  

with computer simulation method  and on the basis of  this, analyzed the characteristic of resistance of 3 

dimensional structure communication semiconductor device. 

Ⅰ. 서 론
  최근 통신반도체 소자의 고집적화와 대용량화의 추세

에 의하여 소자의 설계 및 공정의 정확성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다. 또한 통신반도체소자의 소형화와 집적도

의 증가는 칩 상의 신호전송 및 저항체 그리고 전체 길

이를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집적회로의 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도체

의 단위 길이 당 저항 값의 변화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체의 폭 및 두께 그리고 도체선간의 

간격이 같은 비율로 비례축소[1] 되어야 한다. 3차원적 

구조에서의 저항 값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실험적 고찰에 의한 통계적 방법이나 이론적인 모델링

으로 접근해 왔으나 소자의 미세화가 증가할수록 아주 

미세한 구조에서의 3차원적 저항 값을 분석하는데 기

존의 해석적 방법에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

차원적 해석[2-3]만으로는 미세화에 수반되는 3차원적 

특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반도체 공정의 고차원적

인 모델링이 반듯이 따라야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3차

원적 구조에서의 저항에 있어 기본적이며, 중요한 라플

라스 방정식을 컴퓨터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하여 해석하

고 이를 근거로 3차원적 구조에서의 통신반도체 소자 

부분의 저항 값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Ⅱ. 3차원 구조에서의 저항 이론
VLSI회로의 성능은 전송선의 RC지연시간[4]에 영향을 

받는다.

Diffusion 저항이나 Poly-Silicon 저항은 기생 정전용

량[5] 과 함께 회로의 지연시간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저항 값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들 저항 값은 2차원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한 구조에서 구해졌다. 그러나 저항 구조의 복잡화

에 따라 전류흐름에 왜곡이 생겨 단순한 Length/Width

의 비율과 Sheet Resistivity [2-3]만으로는 저항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해법으로 

물리 방정식을 수치 해석적으로 접근하여 3차원적으로 

저항을 계산하여야 한다.

평형상태에서는 확산 전류는 무시 가능하므로 유동전류

만을 고려하고 저항의 단말경계에서만 전류의 유출입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저항 내에서는 Laplace 

Equation을 만족한다. 여기에 적절한 경계조건을 부여

하여 전위를 구한 후 저항을 구하였다. 즉 port 0에는 

ϕ₀=0, port 1에는 ϕ₁=V ₀₁의 경계조건을 부여하여 

Laplace Equation을 푼다. 

그리고 총 전류는 I c=
⌠
⌡c
σ
∂Φ
∂n
dc에 의해 구해진다. 

여기서 port는 해당하는 접촉단말이고 ϲ는 접촉단말 경

계이다.

따라서 저항값은 R 01=
V 01

I c
이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Laplace 방정식을 수치 해석적으로 풀기위

해서는 유한차분법, 경계요소법, 유한요소법등이 사용

되고 있다. 여기서는 유한요소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다른 공정과의 연계성이 우수하며 구조적인 영향을 용

이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자료 

취급으로 인한 계산 시간의 증가와 컴퓨터의 대형화가 

요구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진해법[6]을 이용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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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메모리 사용으로 Works-tation상에서 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 n개의 Terminal에서 저항계산

n 개의 terminal을 가진 저항영역이 있을 때, I j를 

terminal j를 통하여 들어가는 총전류라고 I jk를 port 

j 와 port k 사이의 저항에 흐른 Branch전류라 할 때

I j= ∑
n

k=1
i jk(k≠j)                        (2-2) 

이때  인가전압이 다음과 같이 V j=1 and V k=0  

(k=1,..., j-1, j+1,n)

으로 주어질 때 port k를 통하는 총 전류 ik는 

I k= i kj (k=1,..., j-1, j+1,...,n)       (2-3) 

이고 port j 와 port k 사이의 저항 

R kj=
△V jk

I k
=
1
I k
(k=1,..., j-1, j+1,...,n) 

(2-4)

실제로 전류 Ik 는 다음의 적분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I k=
⌠
⌡c
∂Φ
∂n
dc                            (2-5)

(여기서 c는 contact terminal boundary)

2.2. Laplace Equation과 경계조건

전류밀도 j와 관계 e 사이의 관계는 

div j=0 ( j=σe)                      (2-6)

여기서 σ는 sheet resistivity의 역수(conductivity)이

다.

potential Φ는 e=-⌐  Φ로 존재한다.

위의 관계식에서 다음의 방정식이 얻어진다.

∂ 2Φ

∂x
2 +

∂ 2Φ

∂y
2 +

∂ 2Φ

∂z
2 =0                    (2-7)

위 식은 Laplace Equation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경계조건으로는 Contact terminal boundary에 대해 전

위 값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Φ=Φ D                                 (2-8)

다른 경계에서의 조건은 j=σ ∂Φ
∂n
=0로 주어진다.

왜냐하면 contact terminal boundary이외에서는 흐르

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Ⅲ. 수치해법
저항구조 내에서의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항내의 

전위를 알아야 한다. 저항내의 전위변화는 Laplace 방

정식을 만족하게 되므로 Laplace방정식을 3차원적으로 

해석한다.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수치 해석 기법으로는 유한 차분

법, 유한 요소법 및 경계 요소법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유한 차분법은 많은 알고리즘과 수치 해석방법

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도 쉽게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사각형 격자의 이용으로 둔각 삼각형

에서 생기는 영역 적분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으

며 컴퓨터 계산 시 내부 데이터의 구조를 간단하게 만

들고 구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주로 사각형 격자 채용으로 시뮬레이

션에 필요한 비 평탄 구조를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많

다. 경계요소법 Green 함수에 기초한 수치 해석 기법

으로 구조에 대한 융통성이 용이하고 차수를 하나 줄임

으로써 컴퓨터 메모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 하지만 

3차원 구조의 해석을 위한 이론적인 전개와 응용이 빈

약한 실정이므로 3차원 확산 공정을 모델링하기 위해

서는 위험 부담이 높은 단점이 있다. 유한 요소법의 경

우에는 구조적인 영향을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는 반면 

대용량의 데이터 취급으로 인한 컴퓨터의 대형화가 필

요하다. 그러나 전진해법(frontal solver)[7]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메모리 용량으로 쉽게 이를 극복

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메모리 용량으로 쉽게 이를 극

복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3차원 Laplace 방정

식의 수치 해석 방법으로 유한 요소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해석 영역을 몇 개의 부 영역으

로 분할한 후 부영역의 각 절점에 대한 번호, 좌표 및 

가중치를 가지고, 20개의 절점을 갖는 육면체 형상 함수

를 이용하여 새로운 좌표와 절점 번호를 자동으로 재배

열하는 알고리즘으로 자동 격자 발생기에 이용하였다. 

격자발생을 위해 사용된 기본 요소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해석 구조를 분할하기 위한 3차원 기본 요소 

   본 격자 발생기는 주어진 해석 구조를 분할하기 위

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부 영역에서 x,y,z 각 방향의 가

중치로 부 영역을 분할한 후 소격자의 요소와 절점 좌

표를 재배열한다. 격자 발생을 위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① 해석하고자 하는 3차원 구조를 몇 개의 부 영역

으로 나눈다. 이 때 해석영역이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

어졌다면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를 이용하여 부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② 각각의 부 영역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각 

부영역의 x,y,z 방향으로 주어진 가중치와 절점 개수에 

따라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 절점 번호 및 좌표를 재배열

한다. 이 때 발생되는 좌표는 식 (3-1)로 표현된다. 

∑
n

j=1
(K

e
ijC

e
j)=0 ( i, j=1,2,3,...,n)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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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뮬레이션 구조

b. y=0인 평면 (x-z 평면)에서의 전위 분포

그림4-1 해석구조 Ⅰ의 구조 및 전위분포와 

저항치 계산결과

b-1. y=0인 평면 (x-z 평면)에서의 전위 분포

c. 2차원 구조(비교 구조)

a. 시뮬레이션 구조

b. y=0인 평면 (x-z 평면)에서의 전위 분포

          n : 형상함수의 절점수

        Kij : 보강 행렬

         Cj : j 절점에서의 전위

      

   x i= x i-1+
2(W x) i

W
i
x

W T
x= ∑

NDIV

j=1
(W x ) j

  y i= y i-1+
2(W y) i

W
i
y

W T
y= ∑

NDIV

j=1
(W y ) j

  z i= z i-1+
2(W z) i

W
i
z

W T
z= ∑

NDIV

j=1
(W z ) j 

(3-2)

      W x,W y, W z, :x, y, z방향의 가중치

       NDIV : 부 영역을 x,y,z 방향으로 각각 분할하

고자 하는 절점수

  ③ 한개의 부 영역을 식 (3-2)에 의하여 NDIV x 

NDIV x NDIV 만큼의 요소로 분할한 다음 각 부영역

간의 경계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절점 번호를 없앤다.   

Ⅳ. 시뮬레이션 결과

4.1. 해석 구조 Ⅰ

본 

논문

타 

논문
비   고

저항 1.65 1.16 C=10
19
cm

3
, p=5.38×10

-3
Ωcm

4.2. 해석 구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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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해석구조 Ⅱ의 구조 및 전위분포와 저항치 

계산결과

b-1. y=0인 평면 (x-z 평면)에서의 전위 분포

R=1.34mΩ
c. 시뮬레이션 결과 치

4.2. 검 토

 위와 같이 본론에서 제시한 3차원적 n-terminal의 저

항을 실제의 다양한 구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그림 4.1의 해석 구조 1은 비교적 단순한 3차원적 

구조로 port 1에 1[V]를 가하고 port2와 port3에 

0[V]를 경계조건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로써, 이 구

조에 대한 전위분포를 그림(b)에서 나타내었다. 이(b)그

림은 y=0인 단면으로 여기서 제시한 구조에 대한 전위

의 등고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구조Ⅰ에서 구한 저

항치는 1.65mΩ 으로, 이 결과 치를 검증하기 위해 타 

논문의 2차원적 구조의 저항치를 비교하였다. 타 논문

의 결과는 그림 (c)과 같은 2차원적 평면에서의 계산 

치로써, Z방향의 부분이 무시되었기에 본 연구의 계산

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2의 시뮬레이션 구조는 보통의 2차원 구조에

서는 시뮬레이션 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본 3차원 시뮬

레이션으로의 독창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이다.

본 구조에서의 전위 분포는 (b) 그림에 나타내었고 저

항 계산치는 1.34mΩ 이었다. 

위에서 시뮬레이션 한 구조 외에도 본 시뮬레이션은 3

차원적 Mesh generator의 구성으로 인하여 실제 

device의 complex한 구조의 도선  형태에 대해서도 

간단한 input file 작성과 빠른 계산 시간으로 말미암아 

저항의 계산치 및 소자 성능분석 및 연구에 크게 유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다차원 구조의 도선에서 저항 값을 구하기 

위하여 3차원 구조내의 정전압 분포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의한 3차원 구조의 정전위 분포를 해석하며  복잡

하고 다양한 구조의 도선에서의 저항 값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 쓰인 유한요소법은 임의 공정구조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여 다양한 구조의 저항 값이 계산 가능

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저항 값뿐 아니라 정

전용량의 계산으로 소자 내에서의 RC 시상수를 구하여 

소자의 동작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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