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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1700 V EPDT (Extended P+ shielding floating gate Double Trench) MOSFET structure, which has a

smaller switching time and loss than CDT (Conventional Double Trench) MOSFET, is proposed. The proposed EPDT

MOSFET structure extended the P+ shielding area of the source trench in the CDT MOSFET structure and divided the

gate into N+ and floating P- polysilicon gate. By comparing the two structures through Sentaurus TCAD simulation, the

on-resistance was almost unchanged, but Crss (Gate-Drain Capacitance) decreased by 32.54 % and 65.5 %, when 0 V

and 7 V was applied to the gate respectively. Therefore, the switching time and loss were reduced by 45 %, 32.6 %

respectively, which shows that switching performance was greatly improved.

요 약

본 논문에서는 CDT(Conventional Double Trench) MOSFET보다 스위칭 시간과 손실이 적은 1700 V EPDT(Extended

P+ shielding floating gate Double Trench) MOSFET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EPDT MOSFET 구조는 CDT MOSFET

에서 소스 Trench의 P+ shielding 영역을 늘리고 게이트를 N+와 플로팅 P- 폴리실리콘 게이트로 나누었다. Sentaurus

TCAD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 구조를 비교한 결과 온 저항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Crss(게이트-드레인 간 커패시턴스)는

게이트에 0 V 인가 시에는 CDT MOSFET 대비 32.54 % 줄었고 7 V 인가 시에는 65.5 %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스위칭

시간 및 손실은 각각 45 %, 32.6 % 줄어 스위칭 특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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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onventional DT (CDT) MOSFET Structure

(b) Extended P+ shielding floating gate DT (EPDT)

MOSFET Structure.

그림 1. (a) CDT MOSFET 구조 (b) EPDT MOSFET 구조

Ⅰ. 서론

전력반도체는 모바일, 항공, 자동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이 중 최근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산업에서는 주행거리 확

보를 위해 보다 고전압의 배터리가 요구되며 에너

지 효율 증대를 위해 스위칭 손실의 감소가 중요하

다. 이에 따라 높은 항복 전압을 가지면서 스위칭

시간이 빠른 소자 개발이 필요해졌으며, 넓은 밴드

갭 물질로 높은 한계 전계와 열 전도율을 갖는

4H-SiC를 활용한 다양한 구조의 MOSFET이 연구

되고 있다[1].

SiC Trench MOSFET은 JFET 영역을 제거했

으며 높은 cell 집적도로 낮은 온 저항을 가진다

[2]. 하지만 게이트 산화막의 corner 부분에 높은

전계가 집중되어 게이트 산화막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 P+ Shielding Region(PSR)과 게이트와 소스

를 모두 trench한 Double Trench MOSFET(DT

MOSFET)이 도입되었다[4-6]. 여기서 PSR의 영

향으로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오버랩되는 면적

이 줄어 게이트-드레인 간 커패시턴스(Crss)가 감

소해 스위칭 특성이 개선된다. 하지만 보다 고주파

동작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Crss를

낮춰 스위칭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

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위칭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그림 1 (b)와 같은 새로운 구조의 EPDT(Extended P+

shielding floating gate Double Trench) MOSFET구

조를 제안하였으며, Sentaurus TCAD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림 1 (a)의 기존 CDT(Conventional Double

Trench) MOSFET 구조와 온 저항, 파괴전압, 커

패시턴스, 스위칭 시간과 스위칭 손실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로는 Shockley-Read-

Hall 재결합 모델과 Auger 재결합 모델을 고려한

Electorn/hole continuity 방정식과 푸아송 방정식

이 사용되었고, 높은 전계에서의 속도 포화, 이동도

저하 등이 mobility 모델에 포함되었다. 채널 이동

도에 영향을 미치는 Lombardi model이 고려되었

으며, Bandgap narrowing, anisotropic 물질 특성,

incomplete 이온화 효과 등도 고려하였다[7].

Ⅱ. 본론

1. EPDT MOSFET 구조 및 공정

(1) EPDT MOSFET 구조

스위칭 시간과 온/오프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

해서는 게이트-드레인 간 커패시턴스(Crss)를 최소

화 시켜야 한다[8]. 따라서 게이트-드레인 간 오버

랩 영역을 줄이고 플로팅 N+P- 게이트 구조를 사용

하여 Crss를 개선하였다. 그림 1 (a)는 기존의 CDT

MOSFET 구조이며, 그림 1 (b)는 제안한 EPDT

MOSFET 구조이다.

그림 1 (a)는 소스와 게이트 산화막 밑에 P+

shielding 영역이 추가된 Double Trench 구조로,

드레인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게이트 산화막 가장

자리 부분에 걸리는 큰 전기장을 효과적으로 막아

주어 산화막을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다[9]. 또한

게이트 산화막 밑의 P+ shielding은 소스와 연결되

어 게이트-드레인 간 하단 커패시턴스(Cgd.bottom)를

효과적으로 줄여준다[10]. 하지만 Planar 구조 대비

게이트/드레인의 면적이 넓어져 Crss가 증가하므로

스위칭 특성이 나빠지게 된다[11]. 또한 N-drift 영

역에 공핍 영역이 생성되어 드레인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따라서 게이트 주변의

JFET 영역에 Current Spread Layer(CSL)을 추가

하여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1 (b)는 그림 1.(a)의 CDT MOSFET 구조에

서 소스 밑의 P+ shielding을 게이트 방향으로 확

장한 구조를 갖는다. 또한 CSL2를 추가하였으며

N+ 폴리실리콘 게이트 밑에 플로팅 P- 폴리실리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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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posed fabrication process of EPDT MOSFET (a) Epitaxial 2 layer grown on the 4H-SiC substrate (b) Side P+ shielding

doping with Ion implantation (c) Form CSL1 region by epitaxial layer grown (d) Form P base region and N+ source

region by doping (e) Trench source side by ICP-RIE ething (f) Dope side P+ shielding with tilt ion implantation (g)

Trench gate side by ICP-RIE etching, and Dope gate P+ shielding region by ion implantation (h) Deposits oxide (i)

P- polysilicon deposition by LPCVD (j) Form N+ polysilicon by dope N+ ion onto P- polysilicon (k) Etch back N+

polysilicon (l) Etch source trench polysilicon by ICP-RIE and strip oxide.

그림 2. EPDT MOSFET의 공정 과정 (a) 4H-SiC 기판에 epi 2개 층 성장 (b) 이온 주입을 통해 P+ shielding 형성 (c) epi 층 성

장으로 CSL1 형성 (d) P 베이스 영역과 N+ 소스 영역 도핑 (e) ICP-RIE 에칭으로 소스 trench 형성 (f) Tilt 이온 주입으

로 side P+ shielding 형성 (g) ICP-RIE 에칭으로 게이트 trench 형성 및 이온 주입을 통해 게이트 P+ shielding 영역 도

핑 (h) 게이트 산화막 증착 (i) LPCVD를 이용해 P- polysilicon 증착 (j) P- polysilicon 위에 N+ 도핑을 통해 N+ polysilicon

게이트 형성 (k) Etch back 공정으로 N+ polysilicon 제거 (l) trench 소스 부분에 증착된 폴리실리콘 및 산화막 제거

게이트 구조를 적용하여 소자를 설계하였다. CDT

MOSFET과 EPDT MOSFET 구조의 도핑 농도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Table 1. Doping concentration parameter of CDT MOSFET

and EPDT MOSFET.

표 1. CDT MOSFET과 EPDT MOSFET의 도핑 농도

파라미터

Parameters (cm-3) CDT EPDT

N+ source 5x1019 5x1019

P base 1017 1017

P+ shielding 5x1018 5x1018

N- drift 5x1015 5x1015

N+ substrate 5x1019 5x1019

CSL layer 1 2x1016 2x1016

CSL layer 2 - 4.5x1016

N+ polysilicon gate 1021 1021

P- polysilicon gate - 1015

(2) EPDT MOSFET 제조 공정

제안된 EPDT MOSFET의 제조 공정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4H-SiC N+ 기판에 15.7 μm drift 영역

과 0.3 μm CSL2 영역 형성을 위한 epi 층을 쌓는다

[12]. 이후 P+ 이온 주입을 통해 Side P+ shielding

을 만든다. 도핑이 완료되면 N CSL1 층을 epi 성

장시킨다. 이후 도핑을 통해 P 베이스, N+ 소스 영

역을 형성한 후 ICP-RIE 에칭을 통해 소스 trench

영역을 형성한다[13]. 이후 tilt 이온 주입을 통해

소스 양 옆 P+ shielding 영역을 만든 후 ICP- RIE

에칭을 통해 게이트 trench 영역을 형성, 이온 주입

을 통해 게이트 P+ shielding 영역을 만든다. 증착

과정을 통해 게이트 산화막을 증착하고, 산화막 증

착이 완료되면 LPCVD를 이용해 P- 폴리실리콘을

증착한다. 이후 N+ 이온 주입을 통해 N+ 폴리실리

콘을 형성한 후 etch back 과정을 통해 게이트 두

께까지 폴리실리콘을 깎아낸다[14]. 마지막으로 소

스 및 소스 trench 부분에 있는 폴리실리콘과 산화

막을 제거하면 공정이 완료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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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1) 정적 특성

Sentaurus TCAD　시뮬레이터를 통해 항복 전압,

온 저항, 전계 분포, 전류 밀도 분포 등을 측정하였

다. 그림 3을 보면 항복 전압은 CDT MOSFET에

서 1768 V, EPDT MOSFET에서 1781 V로 EPDT

MOSFET이 CDT MOSFET 대비 약 13 V 정도

더 증가했다. 또한 그림 4에서 소자의 전계 분포를

보면 드레인 전압이 1700 V 일 때 최대 전계는 모

두 게이트 하단의 P+ shielding 부근에서 발생했다.

최대 전계의 크기는 CDT MOSFET에서 약 2.98

MV/cm, EPDT MOSFET에서 약 2.73 MV/cm로

CDT MOSFET 대비 약간 감소하였다. 산화막에

가해지는 전계 역시 CDT MOSFET에서 약 0.47

MV/cm, EPDT MOSFET에서 약 0.27 MV/cm로

EPDT MOSFET에서 더 작은 전계가 걸린다.

EPDT MOSFET 구조의 항복 전압 증가 및 최

대 전계의 감소 이유는 바로 게이트 쪽으로 확장한

사이드 P+ shielding 영역 때문이다. 기존 구조 대

비 0.15 μm 확장한 P+ shielding 영역으로 인해 드

레인으로부터 가해지는 높은 전압을 CDT MOSFET

에 비해 더 잘 견딜 수 있고 이로 인해 항복 전압

이 증가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P+ shielding에 가

해지는 최대 전계 역시 기존 구조보다 감소한다.

온 저항은 CDT MOSFET이 5.98 mΩㆍcm2, EP

DT MOSFET이 6.09 mΩㆍcm2로 약간 증가했으

나 거의 변하지 않았다.

Fig. 3. Comparison of the on state and off state

characteristics of CDT MOSFET and EPDT MOSFET.

그림 3. (a) 온 상태와 오프 상태일 때 CDT MOSFET과

EPDT MOSFET의 비교

Fig. 4. Electric field distribution of

(a) CDT MOSFET and (b) EPDT MOSFET.

그림 4. (a) CDT MOSFET (b) EPDT MOSFET의 전계

분포

Fig. 5.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of (a) CDT MOSFET

and (b) EPDT MOSFET.

그림 5. (a) CDT MOSFET (b) EPDT MOSFET의 전류

밀도 분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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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의 전류 밀도 분포를 보면 온 저항이 증가

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확장된 P+ shielding 영역으

로 인해 CSL에 형성되는 공핍 영역이 확장되며,

이 확장된 공핍 영역이 N-drift 영역으로 흐르는 전

류의 길을 방해해 온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

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CSL을 둘로 나눠

CSL1 층 밑에 CSL2 층을 도입하였다. N-drift 영

역의 도핑 농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지만 소자에 가해지는 최대 전계가 증가한다. 하

지만 EPDT MOSFET은 확장된 P+ shielding 영역

으로 인해 소자에 걸리는 최대 전계가 감소하였으

므로 CSL1보다 높은 농도를 갖는 CSL2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CSL2는 CSL1 대비 2.25배 높은 농

도를 가지며 게이트 방향으로 확장되는 공핍 영역

을 줄여 전류가 흐르는 길을 넓혀준다. 따라서 온

저항의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CDT

MOSFET 대비 1.84 %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문턱 전압은 CDT MOSFET에서는 약 6.42 V,

EPDT MOSFET에서는 약 6.45 V로 측정되었는

데,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게이트 구조를 N+ 폴

리실리콘 게이트에서 N+P- 폴리실리콘 게이트 구

조로 바꿨음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채널이 형성되는 P-base와 맞닿은 부분은 N+ 폴리

실리콘 게이트로 변화가 없어 문턱 전압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표 2에서는 CDT MOSFET과

EPDT MOSFET의 정적 특성 및 변화율 등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6. Comparison of the drain current characteristics of

CDT MOSFET and EPDT MOSFET according to

gate voltage change.

그림 6. (a) CDT MOSFET과 EPDT MOSFET의 게이트

전압 변화에 따른 드레인 전류 값 비교

(2) 동적 특성

동적 특성으로는 커패시턴스와 스위칭 시간, 스

위칭 손실 등을 측정하였다. 먼저 커패시턴스는 게

이트 전압의 크기에 따라 값이 변하므로 게이트 바

이어스가 0 V일 때와 7 V일 때를 측정하였다.

그림 7을 보면, CDT MOSFET 구조보다 EPDT

MOSFET 구조에서 게이트-드레인 간 커패시턴스

Crss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EPDT MOSFET의

Crss는 게이트에 0 V 바이어스가 가해졌을 때 CDT

MOSFET 대비 32.54 % 감소하였고, 게이트에 7 V

바이어스가 인가되었을 때는 65.5 %만큼 감소하였

다. 먼저 게이트 전압이 0 V일 때 EPDT MOSFET

에서는 늘어난 trench 소스 부근 P+shielding에 의

한 공핍 영역 증가로 CSL 부근의 게이트-드레인

간 중첩 영역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Crss가 감소한다.

Table 2. Static characteristics of CDT MOSFET and EPDT

MOSFET.

표 2. CDT MOSFET과 EPDT MOSFET의 정적 특성

Characteristic CDT EPDT change(%)

Breakdown voltage (V) 1768 1781
0.74
increase

Ron.sp (mΩㆍcm2) 5.976 6.088
1.87
increase

Max electric field
(MV/cm)

2.98 2.73
8.39

decrease

Threshold voltage (V) 6.42 6.45
0.47
increase

Table 3. Static characteristics of CDT MOSFET and EPDT

MOSFET.

표 3. CDT MOSFET과 EPDT MOSFET의 정적 특성

Characteristic
(Vd = 1200V)

CDT EPDT change(%)

Ciss(Vg = 0V)
(nF/cm2)

38.2 22.5
41.1
decrease

Coss(Vg = 0V)
(pF/cm2)

534.7 537.2
0.47
increase

Crss(Vg = 0V)
(pF/cm2)

9.71 6.55
32.54
decrease

Crss(Vg = 7V)
(pF/cm2)

16.50 5.69
65.5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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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표 2를 보면 7 V가 인가되었을 때

CDT MOSFET의 Crss는 0 V가 가해졌을 때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EPDT MOSFET은

Crss가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게이트에 7 V 바이어스가 인가되었

을 때 EPDT MOSFET의 N+P- 게이트 접합 부분

에서는 역방향 바이어스에 의해 공핍 영역이 확장

된다.

Fig. 7. Comparison of the gate-drain capacitance (Crss)

when (a) Vg biased 0 V (b) Vg biased 7 V.

그림 7. 게이트 전압이 (a) 0 V 일 때 (b) 7 V 일 때 게이트-

드레인 커패시턴스 비교

공핍 영역이 확장됨으로 N+ 폴리실리콘 게이트

와 P- 플로팅 폴리실리콘 게이트 사이에 존재하는

접합 커패시턴스의 크기가 감소한다. 이 커패시턴

스는 산화막 커패시턴스 및 N-drift 영역에 게이트

-드레인 간 생성되는 커패시턴스와 직렬로 연결되

어 Crss를 구성하는데, 접합 커패시턴스의 크기가

감소하므로 Crss도 감소하게 된다. 그림 8을 보면

CDT MOSFET과 EPDT MOSFET의 자세한 Crss

구성을 알 수 있다. 그림 9의 (a)를 살펴보면, CDT

MOSFET의 경우 Crss는 Ca과 Cb의 직렬 구성이다.

반면 (b)에서 발생하는 Crss는 N+ 폴리실리콘 게이

트로 인해 발생하는 커패시턴스 Cc, Cd과 P- 폴리

실리콘 게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커패시턴스 Ce, Cf

의 병렬 구성이다. Cc, Cd와 Ce, Cf는 각각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Ce와 Cf는 N+, P
- 접합에 의해 생

기는 공핍 영역의 Cdiode 성분과도 직렬 연결되어

있다. 게이트에 바이어스가 가해지면 N+P- 다이오

드 기준으로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리게 되어 이 영

역의 두께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Cdiode가 감

소한다. 따라서 이는 직렬로 연결된 P- 부분의 Crss

를 감소시키므로 전체 Crss의 감소로 이어진다. 마

찬가지로 Cdiode 및 게이트 산화막 커패시턴스와의

직렬연결을 통해 Ciss 역시 감소하게 된다.

그림 9는 두 소자의 스위칭 특성을 측정하기 위

해 제작한 DPT (Double Pulse Testing) 회로이다.

DUT의 active area는 1 cm2로 설정하였으며, 게이

트 저항은 10 Ω, 게이트 전압은 온 동작과 오프 동

작 시 15 V부터 -3 V까지 스위칭 되도록 설정하였

다. Stray 인덕턴스는 10 nH로, load 인덕턴스는

120 μH로 설정하였으며, 스위칭 시뮬레이션은 TCAD

mixed mode를 통해 진행하였다[7]. 스위칭 온 동

작에서, Vg의 10 %인 지점부터 90 %의 Vd까지 걸

리는 시간을 Td_on, Vd가 90 %부터 10 %까지 감소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r, 그리고 두 시간을 합한

것을 Ton이라 하며 이는 온 동작 스위칭 시간이다.

반대로 오프 동작에서, Vg의 값이 90 %인 지점부

터 Vd가 10 %까지 걸리는 시간을 Td-off, Vd가 10

%인 지점부터 90 %까지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을 Tf, 그리고 두 시간을 합한 것을 Toff라 하며 이

는 오프 동작 스위칭 시간이다.

그림 10, 11은 두 소자의 스위칭 온/오프 동작을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실선은 드레인 전압, 점선

은 게이트 전압을 나타낸다. 표 4를 보면 EPDT

MOSFET이 CDT MOSFET보다 더 작은 Ciss 값

을 갖기 때문에 Td_on과 Td-off가 CDT MOSFET보

다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7]. 또한 그림 10, 11에서

게이트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Miller plateau 구

간이 CDT MOSFET보다 EPDT MOSFET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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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짧은 것을 볼 수 있다. Miller plateau 구간

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게이트-드레인 커

패시턴스 Crss의 크기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스위칭

온/오프 시 게이트-드레인 커패시턴스를 충전하거

나 방전하는데, 이 때 게이트 전압이 일정하게 유

지되는 구간을 Miller plateau 구간이라 한다. 따라

서 Crss의 크기가 작을수록 충전/방전하는 데 걸리

는 시간이 감소해 Miller plateau 줄어들고 더 적은

스위칭 손실을 갖게 된다.

그림 12는 스위칭 시 전력 손실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에너지 E는 소모 전력과 시간의 곱이므로, 그

래프의 면적은 소자가 스위칭 시간동안 소모하는

손실 에너지를 나타낸다.

Fig. 8. Schematics of gate-drain capacitance

(a) CDT MOSFET (b) EPDT MOSFET.

그림 8. 게이트-드레인 커패시턴스를 나타낸 그림

(a) CDT MOSFET (b) EPDT MOSFET

Fig. 9. DPT (Double Pulsed Testing) circuit to test switching

characteristic.

그림 9. 스위칭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DPT(Double Pulsed

Testing) 회로

Fig. 10. Comparison of on-state switching characteristics.

그림 10. 온 상태 스위칭 특성 비교

Fig. 11. Comparison of off-state switching characteristics.

그림 11. 오프 상태 스위칭 특성 비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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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on-state (up) and off-state (down)

switching power loss characteristics.

그림 12. 온 상태(위쪽), 오프 상태(아래쪽) 스위칭 전력

손실 특성 비교

Table 4. Switching time and energy loss parameter of CDT

MOSFET and EPDT MOSFET.

표 4. CDT MOSFET과 EPDT MOSFET의 스위칭 시간과

에너지 손실 특성

Characteristic CDT EPDT
Decrease
change(%)

Td_on (ns) 155.27 82.3 47.0

Tr (ns) 20.78 12.99 37.5

Ton (ns) 176.05 95.29 45.9

Td_off (ns) 539.79 286.54 46.9

Tf (ns) 34.1 30.53 10.5

Toff (ns) 573.89 317.07 44.8

Ttotal (ns) 749.94 412.36 45.0

Eon (μJ) 1617.30 1034.88 36.0

Eoff (μJ) 598.63 459.45 23.2

Etotal (μJ) 2215.94 1494.33 32.6

표 4를 보면 EPDT MOSFET의 Ton는 176.05 ns

에서 95.29 ns로 45.9 % 감소하였고, Toff는 573.89

ns에서 317.07 ns로 44.8 % 감소하였다. 따라서 총

스위칭 시간 Ttotal은 749.94 ns에서 412.36 ns로 45

% 감소했다. 또한 Miller plateau 구간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력 손실 그래프의 넓이의 크기는 감소하

게 되고, 결과적으로 손실 에너지가 감소한다. 스위

칭 온 동작 시 손실 에너지 Eon은 1617.3 μJ에서

1034.88 μJ로 약 36 %가 감소하였고, 스위칭 오프

동작 시 손실 에너지 Eoff는 598.63 μJ에서 459.45 μ

J로 약 23.2 %가 감소하였다. 총 손실 에너지 Etotal

는 CDT MOSFET 대비 32.6 %로 감소해 기존 구

조에 비해서 EPDT MOSFET이 훨씬 적은 스위칭

손실을 갖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위칭 특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소스 Trench의 PSR 길이를 늘리며 기존의 N+ 폴

리실리콘 게이트를 N+. P- 폴리실리콘 게이트로

변경한 새로운 DT MOSFET 구조를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CDT MOSFET와 제안한 구조인

EPDT MOSFET의 BV는 각각 1768 V, 1781 V 였

으며, CDT MOSFET의 온 저항은 5.98 mΩㆍcm2,

그리고 EPDT MOSFET이 6.09 mΩㆍcm2로 변화

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스위칭 손실에 영향을 주

는 게이트-드레인 커패시턴스인 Crss가 Vg=0 V일

때 9.71 pF/cm2에서 6.55 pF/cm2로 32.54 %, Vg=7

V일 때 16.50 pF/cm2에서 5.69 pF/cm2로 65.5 %

감소하였다. 이에 Ton, Toff, Ttotal 역시 각각 176.05

ns에서 95.29 ns로 45.9 %, 573.89 ns에서 317.07

ns로 44.8 %, 749.94 ns에서 412.36 ns으로 총 45

% 감소하였고 Etotal은 2215.94 μJ에서 1494.33 μJ으

로 총 32.6 %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안한 구조

인 EPDT MOSFET은 CDT MOSFET 대비 정적

특성의 저하가 거의 없으면서 에너지 효율이 좋고

스위칭 속도가 빨라 보다 고주파수의 환경에 적합

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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