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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was analyze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super junction power MOSFET
considering to charge imbalance. We extracted optimal design and process parameter at –15% of charge
imbalance. Considering extracted design and process parameters, we fabricated super junction MOSFET
and analyzed electrical characteristics. We obtained 600∼650 V breakdown voltage, 224∼240 mΩ on
resistance. This paper was showed superior on resistance of super junction MOSFET. We can use for
automobi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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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현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는 전기적인 특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 물질인 실

SJ (super junction) MOSFET 구조는 기존의 플래
너 (planar) 전력 MOSFET에 초접합 구조를 추가하

리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 아닌 다
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

여 온 저항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현재 전력 반도

에 없다. 이러한 실리콘의 최대 한계 지점까지 온 상

체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로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 초접합 구조는 공

태 전압강하와 항복전압과의 트레이드오프 최대치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구조가 SJ MOSFET이다.

정상으로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일

높은 농도의 N-pillar 영역에 P-pillar를 깊게 형성하

부 연구팀에서만 구현되고 있다.

여 낮은 온저항과 높은 항복전압을 얻을 수 있다. SJ
MOSFET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multi-Epi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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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ch filling 공정이 있다. Trench filling 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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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Epi 공정에 비해서 P-pillar의 내부에 결함
(void)이 형성되기 쉽기 때문에 공정이 더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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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Epi 구조에 비해 더 양호한 프로파일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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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SJ MOSFET의 핵심인 전하 균형 (charge
balancing)이 잘 이루어져 이로 인해 더 낮은 온 저
항 특성과 높은 항복전압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구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전기적인 특성이 저하됨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전기적인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하 균

본 논문에서는 trench filling 공정을 이용함과 동시
에 전하 균형 상태를 고려한 낮은 온 저항을 가진

형 상태의 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전기적 특성 offset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는

SJ MOSFET을 구현하였으며, 특히 전하 균형 상태

것이 필요하여 그림 1의 구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조건에 따라 전기적인 특성 분석을 하였다. 이에 따
른 최적의 공정 조건과 설계 변수를 도출하였다.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 실험 방법
3.1 SJ MOSFET에서 전하 불균형 상태에 대한 고찰

Fig. 1. The structure of SJ MOSFET for experiments.
Fig. 2. The structure and drift layer of SJ MOSFET for
charge imbalance.

그림 1은 시뮬레이션과 제작을 위한 SJ MOSFET
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super junction 구
조를 적용함으로써 수평적으로 형성된 P-N 접합에
의하여 소자 전 영역의 완전 공핍화가 가능하고, 그
에 따라서 더욱 높은 항복전압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N pillar 영역
의 전하량과 P pillar 영역의 전하량이 동일한 전하
균형 상태에 있어야만 P 영역과 N 영역이 동시에 공
핍화 되면서 최대의 항복전압 값을 가질 수 있게 되
고, 그로 인하여 원하는 값보다 높은 항복전압만큼
N,P pillar 영역의 농도를 높이면서 온저항을 더 낮출
수 있다. 하지만 SJ MOSFET을 실제로 제작할 시에
는 trench filling으로 P pillar 영역을 형성해줄 때 웨
이퍼 전 영역에서 모두 균일한 trench가 생성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

그림 2는 전하 불균형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SJ
MO

SFET의 구조와 더불어 드리프트 층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SJ MOSFET에서 N pillar 영역과 P
pillar 영역 간의 전하 균형이 완벽하게 맞을 때 이론
상으로 최대 항복전압을 가지게 된다. 그림과 같이
이상적인 초접합 구조에서는 Wp와 Wn가 동일한 값
을 가질 때 최대의 항복전압이 얻어진다. 그러나 초
접합 구조 상단에 MOSFET 구조가 형성되게 되면
작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3은 P pillar와 N pillar의 전하 불균형에 따른
SJ MOSFET의 항복전압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음의 방향일수록 P pillar 농도 우세, 양의 방향일수록
N pillar 농도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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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breakdown voltage characteristics of SJ
MOSFET according to charge imbalanc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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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breakdown voltage characteristics of SJ
MOSFET according to charge imbalance state and trench
etch angle.

Fig. 4. The breakdown voltage characteristics of SJ
MOSFET according to charge imbalance state and drift
layer.

Fig. 6. The on state voltage characteristics of SJ
MOSFET according to charge imbalance state and trench
etch angle.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듯이 전하 균형 상태를 고
의로 틀어서 이에 따른 항복전압의 변화를 확인해본
결과 P pillar 농도가 더 높은–15% 전하 불균형에서
각 농도마다 최적점을 가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기
존 이론에 의하면 P pillar의 농도가 N pillar 대비
3% 우세할 때 항복전압의 최대치가 나타나야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보다 더 큰 값의 P pillar 농도에
서 최적점이 나타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는 기
존 이론의 구조와 본 시뮬레이션 구조의 차이에서 기
인된다고 판단된다. 2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

었는데 첫 번째로 기존 이론의 구조는 PT (punch
through) SJ MOSFET 구조인 반면 본 실험 구조는
공정마진을 고려하여 Non PT 구조로 형성하였기 때
문에 이로 인한 전하 불균형 효과가 강화되어 불균형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초접합 구조 하단의 N drift 영역의 길이
를 감소시키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4는 N-Drift 층의 농도는 4.73×1015cm-3로 고
정한 후 N drift 영역의 길이를 65 um에서 50 um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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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감소시키면서 특성 경향을 확인한 결과이다. 그림
4의 결과에서는 최적점의 전하 균형 값이 예상과는
다르게 거의 차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NPT
또는 PT SJ MOSFET의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는 Trench 식각 각도를 89.5֠°, 89.6°, 89.9°,
90°로 하였을 때의 전하불균형에 따른 항복전압 특성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하 불균형 파라미터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식각
각도에 따라서 점점 최적점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trench 각도에 따라서 온 저항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trench 식각 각도가 온
저항을 감소시키는 영향도 같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Fig. 8. The threshhold voltage characteristics of SJ
MOSFET according to p-base concentration.

있었다.
Table

3.2 SJ MOSFET의 제작에 따른 전기적 특성에 대
한 고찰

2.

The

breakdown

voltage

of

SJ

MOSFET

according to threshhold voltage.
P base dose
-2
(cm )

BV (V)

13

724

13

723

6.5×10
8.5×10

10.5×10

13

722

12.5×10

13

721

14.5×10

13

721

그림 7과 표 1에서 보여주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통
Fig. 7. The design parameters of SJ MOSFET for
fabrication.

해 얻은 설계 및 공정파라미터에 의한 SJ MOSFET
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p-base 농도에 따른 문턱전압의 변화를

Table 1. The process parameters of SJ MOSFET for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p-base

fabrication.

농도가 14.5×1013 cm-2일 때, 4 V의 문턱전압을 갖는
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의 항복전압은 721

Region

Process condition

Wafer

0.018 Ωcm

N pillar
P pillar

Region Process condition
N+
Source

Concentration
15
-3
4.73×10 cm
Concentration
-3
5.53E15 cm

Aspect
Ratio

1:15(Half Pitch)

P+ base

Dose 5E12 cm
Energy 100 KeV

-2

-2

Dose 2E14 cm
Energy 100 KeV

V이다. 표 1은 p-base농도에 따른 항복전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

Dose 6.5E13 cm
P Base
Energy 80 KeV
-2
Dose 4E11 cm
N JFET
Energy 100 KeV
Trench
89.5°
angle

3.3 SJ MOSFET의 제작
그림 9는 trench filling 및 CMP 공정 이후 최종적
인 SJ MOSFET의 SEM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
초의 설계한대로 핵심공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
다.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제27권 제10호 pp. 613-617, 2014년 10월: 강이구

617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J MOSFET의 전하 불균형을 고려
하였으며, 그에 따른 항복전압, 온 저항, 문턱전압의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하 불균형–15%에서 최
적의 설계 및 공정 파라미터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설계 및 공정파라미터를 고려하여, SJ
MOSFET을 제작한 다음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작된 소자의 항복전압은 600∼650 V, 온 저항은
224∼240 mΩ으로 측정되었다. SJ MOSFET의 핵심
특성인 온 저항은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우수한 열 내성이 필요한 자동차 산업 및 이에
관련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9. The SEM image of SJ MOSFET after CM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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