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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우 박사과정

홍익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차호영 교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1. 서 론

전력반도체소자(power semiconductor device)

는 전력의 변환 또는 제어에 사용되는 스위칭 반도

체로서 자기부상열차, 태양광 인버터,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기기의 효율적 전력소모를 

관리하며 안정성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으

로서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전력반

도체 소자기술은 가장 보편적 반도체 물질인 규소

(silicon, Si) 기반의 전력반도체를 바탕으로 1960년

대부터 급격한 발전을 이뤄왔으나 기존 전력반도체 

시장을 견인해온 Si 기반 전력반도체 기술은 Si 물

질이 본질적으로 좁은 밴드 갭(band gap) 및 낮은 

전자이동도(electron mobility)를 가짐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전력반도체의 핵심 성능

지수 인 온-저항, 항복전압, 그리고 동작 가능 온도 

등의 한계가 존재하며, super junction MOSFET, 

insulated gate bipolar mode transistor (IGBT) 

등의 소자 구조적 혁신기술을 통해 이론적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성능을 가진 전력반도체가 출시

되었으나 현대 전력전자 및 무선통신시스템 등에서 

요구되는 핵심기술은 현재의 Si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전력화, 고주파수화, 고온동작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Si기반 전력반도체의 물성적 한계에 따

라 전력반도체의 특성 개선 연구는 구조적 관점에

서 재료적 관점에 초점을 두게 되었으며 특히 넓

은 밴드 갭(wide band gap, WBG)을 갖는 질화

갈륨(gallium nitride, GaN)과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는 Si 기반 전력반도체를 대체할 차세

대 전력반도체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 전력전자 및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전력모듈

의 소형화 및 경량화가 요구되고 있는 이유는 자명

한데, 비교적 낮은 전력을 소모하는 무선통신기기 

등의 응용분야에선 기기자체의 소형화추세로 인해 

메인 PCB의 공간이 점점 제한될 뿐만 아니라 AP 

(application processor), RAM, 카메라, 센서, 그리

고 통신에 이르기까지 집적되는 응용 모듈은 점점 

증가하여 각 모듈의 전력을 관리하는 POL (point-

of-load) 모듈 또한 고성능, 소형화, 경량화가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전력을 소모하는 전기자

동차 등의 응용분야에선 전력 변환 모듈의 자체 효

율과 함께 모듈의 부피 및 중량이 충전 시 최대 이동

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WBG 전력반도체를 활용할 경우 모듈을 획기적

으로 소형화 및 경량화가 가능한데 이는 전력소자 

S p e c i a l
T h e m a 02

현대 전력모듈의 소형화 및 GaN 
기반 전력반도체의 모노리식 집적화 
기술

그림 1. (a) 전력반도체 소자의 개요, (b) Infineon사의 상용화 전
력소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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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크기감소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모듈 구성

요소의 전반적인 크기 감소에 기인한다. 일반적으

로 스위칭속도가 빠를수록 전력모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커패시터와 인덕터 등의 수동소자 크기는 

감소하는 반면  스위칭 손실은 증가하여 열 발생이 

심화되는 문제를 수반한다. 최대 150℃ 동작온도범

위를 갖는 Si기반 전력반도체 에 비해 최대 400℃ 

까지의 고온동작범위를 갖는 GaN 전력소자는 모듈 

대부분의 무게를 차지하는 heat sink 또한 획기적

으로 감소시켜 모듈의 전반적인 소형화 및 경량화

가 가능하다 [1,2]. 이러한 이유로 인해 WBG기반 

전력소자를 사용하여 전력변환 모듈을 제작할 경우 

부피 및 중량을 최대 70%까지 감량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WBG 차세대 전력반도체기술 중 비

교적 높은 전력을 수용하며 초고속 스위칭의 장점

을 갖는 GaN 기반 전력반도체의 고효율 전력변환 

관련 기술동향을 소개함과 더불어 본 연구진의 최

근 기술개발 내용에 대하여 소개한다. 

2. GaN 기반 전력반도체

GaN 물질은 3.4 eV의 넓은 밴드 갭을 가짐으로 

인해 Si 기반 전력반도체 대비 10배 높은 고내압 동

작이 가능하며 최대 400℃의 고온 동작이 가능하

다. 특히 GaN는 원자구조에 있어서 강한 자발분극

(spontaneous polarization)을 갖는 섬유아연석형

구조(wurtzite structure)형태의 원자구조를 갖는

데, 질화알루미늄갈륨 (aluminum gallium nitride, 

AlGaN)과 이종 접합 시 AlGaN/GaN 접합면에 

강한 분극 현상으로 인한 2차원 전자가스(two-

dimensional electron gas, 2DEG) 채널을 형성하

여 타 물질 기반 전력반도체 대비 본질적으로 높은 

전하 이동도 및 가속도를 가진다. 

고속스위칭 동작을 위해선 FET의 기생커패시턴

스를 얼마나 빨리 충·방전 하는지가 중요한데, FET

가 가진 기생커패시턴스(Cgs, Cgd, Cds) 성분의 

크기는 전력소자의 크기 및 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FET의 온·오프를 빨리 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Si 기반 전력소자는 항복전압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

직형 구조를 갖는 반면 GaN기반 전력소자는 그림 

3과 같이 2DEG 채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평형구조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접

합 커패시턴스 성분을 최소화 할 수 있어 GaN FET

는 동일 성능(온 저항, 항복전압, 온 전류)을 갖는 Si 

그림 2. WBG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적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모듈의 소형화 및 경량화.

그림 3. (a) 물리적, (b) 회로적 GaN 기반 전력소자의 기생 커패

시턴스 모델.

그림 4. SiC와 GaN기반 전력반도체의 응용 범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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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전력소자에 비해 획기적으로 작은 기생커패시

턴스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기생 다이오드의 주요 

스위칭 핵심특성인 역회복 시간(reverse recovery 

time)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3]. 이러한 특

성은 Si기반 전력소자 뿐만 아니라 SiC기반 전력소

자와 비교해 봐도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SiC와 

GaN 기반 전력소자는 그림 4와 같이 중전력 범위

를 공유하면서 주요 연구 범위는 양분되어 SiC는 고

전력 저속 스위칭, GaN는 저전력 고속 스위칭 범위

를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기생인덕턴스의 영향

이러한 GaN 기반 전력모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GaN 기반 전력소자가 극복해야할 기술 장벽이 존

재하는데 첫 번째는 원치 않게 발생하는 기생성분

의 제어이다. 고속스위칭 환경일수록 필요한 수동

소자값이 감소함으로 인해 작은 기생성분도 모듈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전력소자의 패

키지 시 발생하는 common source inductance나 

PCB 배선에서 발생하는 loop inductance 성분은 

전력소자의 스위칭동작 시 의도치 않은 공조현상

(overshooting ringing)을 발생시키는데 이로 인해 

스위칭손실이 증가하거나 안정성 측면에서 원치 않

게 스위치가 쉽게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4-6]. 

이러한 기생인덕턴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력

소자 패키지 최적화부터 PCB 배선의 최적화까지 

다양한 형태의 개선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제어 IC와 전력소자가 한 번에 제작되는 

모노리식 집적화 일 것이다. 챕터 3에서는 GaN기

반 전력소자에서 극복해야할 기생 인덕턴스 영향을 

최소화 하는 패키지 연구 및 모노리식 집적화에 대

해 서술하며 몇몇의 괄목할 만한 모노리식 집적화 

응용기술을 소개한다. 

3.1 패키지 기술 

패키지 시에 발생하는 인덕턴스는 주로 소자

와 패키지 리드프레임 사이에 연결부인 와이어 

본딩에 의해 발생되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패

키지인 TO-220 패키지는 10~20 nH의 source 

inductance를 갖는다 [7]. 회로 단에서 발생하는 일

반적인 loop inductance는 6~10 nH이며 Si 기반 

전력반도체 기술부터 패키지 시 발생하는 인덕턴스

를 줄이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고전

압 고전류 동작 특성을 갖는 전력반도체의 일반적

인 와이어 본딩 패키지는 전기적 혹은 열적으로 약

화된 와이어 본드의 단락으로 인한 칩 오작동 문제

를 포함하여 기생인덕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와이

어 본딩을 제외한 플립칩 패키지 형태의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으며 Si 기반 전력반도체에서는 현

재 Infineon사에 합병된 International Rectifier

사의 directFET와 Vishay사의 PolarPAK 패키지 

기술이 가장 낮은 패키지 인덕턴스를 갖는걸로 발

표되고 있다 [8,9]. GaN 기반 전력소자 상용화에 

성공한 ECP-GaN 사는 그림 6과 같이 package 

inductance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Land Grid 

Array (LGA) 형태의 패키지를 개발하였으며 단 0.3 

nH 이하 수준의 기생인덕턴스를 갖는 것으로 발표

되고 있다 [10]. 이와 같은 맥락으로 캐나다 기업인 

GaNsystems사는 그림 6(b)와 같이 기생성분을 최

소화하는 방안으로  GaNpx packaging 기술을 자

체적으로 개발하였다 [11].

3.2 모노리식 집적화 기술

앞서 언급하였듯 모노리식 집적화는 IC와 전

S p e c i a l  T h e m a    02

그림 5. 스위칭 시 기생인덕턴스 성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ringing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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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소자가 공정단계에서 한 번에 집적화 제작되

는 통합 IC 방안이며 각 단위 소자간의 패키지 인

덕턴스를 제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지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소자를 구동하기 위

한 게이트 드라이버 혹은 응용모듈을 패키지 안

에 집적화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

며 그림 8과 같이 Arkansas Power Electronics 

International, Inc.는 2014년 하이브리드 형태의 

집적화로 게이트드라이버와 SiC 전력소자가 동일 

패키지에 집적화된 모듈을 발표한바 있다 [12]. 

4. 모노리식 집적화 응용

4.1  GaN 기반 인버터 형태의 게이트 드라이버 집

적화 연구 

게이트 드라이버는 일종의 게이트 전류 증폭기로

서 전력소자의 빠른 온-오프 스위칭을 위한 필수 모

듈이다. 전력반도체는 앞서 언급하였듯 자체적으로 

그림 3(b)와 같이 기생 게이트 커패시턴스를 내제하

게 된다. 게이트 커패시턴스 성분은 전력소자가 온-

오프 동작시 충전 및 방전되는 현상을 반복하며. 빠

른 온-오프 스위칭 동작을 위해서는 작은 기생커패

시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이

트 커패시턴스를 충·방전하기 위해 100 mA에서 최

대 수 A 수준의 높은 충전 전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위칭 입력 신호는 로직회로나 작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해 생성되어 10 μA에서 최

대 10 mA 수준의 낮은 전류를 가지며 게이트 드라

이버는 전력소자와 제어 IC 사이에 위치하여 낮은 

충전전류를 증폭하고 충분히 빠른 스위칭이 가능하

도록 게이트 커패시턴스를 충·방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게이트 드라이버는 그

림 9(a)와 같은 CMOS 푸시풀 인버터(push-pull 

amplifier)가 여러 증폭 단으로 이루어져있는 체인 

구조이며 각 증폭 단에서 게이트 충전전류가 단계

적으로 증가된다 [13-15]. 

각단의 CMOS 인버터는 전류소스 역할을 하는 

PMOS와 인버터 온·오프 동작을 제어하는 NMOS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버터를 GaN 기반 공정을 통

해 구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GaN 공정과정 특성상 

도핑공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현하기 힘든 PMOS 

부분을 저항으로 대체한 NMOS 인버터를 통해 인

버터 체인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MOS 인

버터를 기준으로 저항은 2차원전자가스를 활용한 

채널 저항으로, NMOS파트는 normally-off GaN 

FET로 대체함으로 인해 GaN 인버터를 구현 할 수 

있다.

최근 본 연구진에서는 GaN 기반 인버터를 게이

트 드라이버로써 GaN 전력소자와 모노리식 집적

테마기획  _ 고에너지갭 소재

그림 7. 패키지구조에 따른 기생인덕턴스 성분 [10].

그림 8. 하이브리드 집적화 형태의 SiC 전력모듈.

그림 6. (a) EPC사의 LGA 패키지 기술, (b) GaNsystems사의 
GaNpx 패키지 기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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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접근방법으로 구현한 통합모듈을 개발하였으며 

그림 9(b), (c)와 같이 게이트 드라이버로써 활용될 

GaN 인버터의 모노리식 집적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단으로 구성한 GaN 인버터와 recessed MOS 

gate 구조를 가지는 normally-off GaN switching 

FET를 모노리식 집적화 하였다 [16]. 

게이트 드라이버 모노리식 집적화 모듈 구현 결

과, 그림 10(a)와 같이 온·오프 스위칭 동작에 있어

서 게이트 커패시턴스 충전전류는 GaN 기반 인버

터를 통해 10 mA에서 148 mA로 증폭되었으며 이

에 따라 증가 과도시간(rise time) 및 감소 과도시

간(fall time)은 각각 626 ns에서 43 ns로 554 ns에

서 44 ns로 감소하였다. 과도시간(transient time)

이 감소함에 따라 메인 스위치 소자의 스위칭 손실

(switching loss) 또한 227.5 mW에서 20.9 mW로 

10배 감소하였으며 모노리식 집적화에 따른 기생성

분 최소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림 10(a),(b)와 같

이 게이트 드라이버가 모노리식 집적된 GaN 전력

소자는 일반 회로연결 소자 대비 공조 현상이 41%

에서 7.6%로 감소하여 안정적인 스위칭 동작을 보

였으며 상승시간 또한 일반적인 회로연결 소자의 

상승시간이 108 ns를 가진 것에 비해 43 ns의 개선

된 상승시간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Normally-off 동작을 위한 GaN 전력소자와 

Clamp 회로의 모노리식 집적화

GaN 기반 전력모듈제작을 고려함에 있어서 고려

해야 할 다른 요소는 일반적으로 normally-on 동

작을 하는 GaN 기반 전력소자를 normally-off 동

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Normally-off 동작은 전력모듈을 설계함에  있

어서 회로 보호, 안정적인 스위칭, 그리고 회로 간소

화 측면에서 필수로 구현되어야 하는 특성이며 앞

서 언급한 게이트 드라이버 같은 기존 Si 기반 전력

소자에게 맞추어 설계된 모듈에 GaN 전력소자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normally-off 특성이 구현되어

야  할 것이다 [17]. 

물론 별도로 GaN 기반 전력소자를 구동 가능한 

특수 게이트 드라이버를 설계하는 방안이 존재 하

나 음의 전압을 필요로 하는 GaN 기반 전력소자의 

특성상 GaN 전용 게이트 드라이버 모듈의 면적이 

양의전압을 제공하는 게이트 드라이버 대비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

현재까지 발표된 normally-off 동작 방안은 

p-type gate epitaxy [18], fluorine treatment 

[19], a recessed-gate [20,21] 등이 발표되고 있으

나 normally-off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2DEG 채널

을 인위적으로 공핍(depletion) 시키는 방안을 사

용하며 인위적으로 채널을 공핍시킨다는 관점에 있

어서 소자의 핵심특성인 온-전류 특성과 온-저항

특성이 열화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2,23]. 

Normally-off 동작특성을 가진 저전압 Si 

MOSFET와 고전압 normally-on GaN 전력소자

를 집적화한 cascode 형태의 소자가 발표되어 기존 

normally-off 방안대비 낮은 온 저항과 높은 전류

밀도를 달성 하였지만 집적화된 Si MOSFET의 고

온동작 불가 문제와 와이어 본딩으로 발생되는 높

은 공진현상, EMI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본 연구진에서는 GaN 기반 전력소자의 

normally-off 동작을 위한 창의적 방안으로 clamp 

S p e c i a l  T h e m a    02

그림 9. (a) 인버터 (push-pull amplifier) chain으로 구성된 게
이트 드라이버, (b) 게이트 드라이버가 모노리식 집적된 
GaN 전력소자 구조, (c) 현미경 이미지.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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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를 응용한 normally-off 방안을 구현하였으

며 모노리식 집적화 접근방법으로 GaN 전력소자와 

clamp 회로 통합 모듈을 개발하였다 [24]. 

Clamp 회로는 전압 레벨 shifter로서 기존 게이

트 드라이버 구동신호인 normally-off 동작용 양

의 전압을 자발적으로 음의 전압으로 전환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위 방안으로 인해 normally-on 동

작 소자가 normally-off 동작을 할 수 있으며 GaN 

기반 전력소자에 적용할 수 있다. Clamp 회로는 그

림 11(a)와 같이 다이오드, 커패시터, 로드저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스위칭 동작 시 on-state에선 다이

오드의 턴온 전압인 VD 만큼의 전압을 출력으로 얻

게 되며 이때 커패시터는 ‘VIN-VD’ 만큼의 전압을 

충전하게 된다. Off-state에선 커패시터에 충전된 

‘–(VIN-VD)’ 만큼의 전압을 출력 단에서 얻게 되며 

이때 on-state에서 커패시터에 충전된 ‘VIN-VD’ 전

압 값은 off-state에서 서서히 방전되기 시작하는데 

테마기획  _ 고에너지갭 소재

그림 10. (a) 게이트 드라이버 집적화에 따른 게이트 상승시간 비
교, (d) 모노리식 집적화에 따른 오버슈팅 효과 비교, (c) 1 
MHz hard switching waveform (VGS = 0/10 V, VDD = 
200 V).

(a)

(b)

(c)

(a)

(b) (c)

그림 11. (a) Clamp 회로의 구성도 및 동작 설명, (b) Clamp 회
로가 모노리식 집적화된 전력소자 구조, (c) 현미경 이미지.

(a)

(b)

그림 12. (a) Clamp 회로가 집적된 전력소자의 출력특성 및 
recessed gate 구조를 가진 normally-off GaN 전력소자
와의 특성 비교, (b) Clamp회로가 집적된 전력소자의 스위
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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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동작을 위해선 방전시간이 off-state 시간보

다 충분히 길도록 시간상수 τ=RC가 주파수에 비

해 충분히 큰 값을 가져야한다.

본 실험에서는 clamp 회로의 커패시터, 다이오드, 

저항성분을 각각 다층구조 MIM 커패시터, 쇼트키 장

벽 다이오드(schottky barrier diode, SBD), MOS 

게이트의 저항성분을 통해 구현하였으며 일반적인 

normally-on 특성을 가지는 GaN MOS-HFET 와 

모노리식 집적화하였다. 모노리식 집적화를 통해 제

작된 소자의 형태는 그림 11(c)와 같다.

그림 12(a)와 같이 DC 출력특성에 있어서 clamp 

회로가 집적된 소자는 일반적인 recessed gate 구

조를 가지는 normally-off 소자와 비교하여 동일 

면적 대비 2배 이상의 전류용량 및 1/2 이하의 온 

저항 값을 가지며 이때 clamp 회로의 구성요소들은 

소자의 면적이 증가해도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므로 

대면적 소자를 구현 할수록 기존 기술대비 면적 효

율성은 더욱더 증대된다. 제작된 소자는 –13.5 V의 

문턱 전압을 가졌으며 게이트 전압 0 V에서 0.69 Ω

의 저항 값을 가졌다 일반적인 소자의 항복전압 특

성은 ~ 840 V이었다. 

그림 12(b)와 같이 스위칭 동작에 있어서 입력신

호는 clamp 회로에 의해 (0, 20 V)에서 (-19.2, 0.8 

V)로 변환되어 normally-off소자를 구동하기 위

한 입력신호에 normally-on 특성을 가지는 GaN 

MOS-HFET이 동작할 수 있도록 입력신호를 성공

적으로 변환 하였으며 이로 인해 5 V 가량의 가상 

문턱 전압을 고려 할 수 있다. 제작된 소자는 100 

kHz의 동작 주파수와 200 V의 드레인 전압을 같은 

하드 스위칭 동작에서 10% 미만의 동적 온 저항 증

가를 보이는 매우 안정적인 스위칭 특성을 보였다.

 

5. 맺음말

현대 전력변환모듈에 요구되는 소형화 및 고전력

화 추세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스위칭소자 기술은 

기존 전력소자가 극복해야 할 핵심기술이며 본고에

서는 기생 인덕턴스 성분 최소화의 궁극적 방안인 

모노리식 집적화 기술에 대해 소개하였다. 타 물질

기반 전력소자에 비해 빠른 스위칭 속도에 더욱 강

점이 있는 GaN기반 차세대 전력소자의 모노리식 

집적화 기술은 모듈의 안정적인 동작과 더 높은 효

율을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며 응용분야 목

적에 따라 다양한 모노리식 집적화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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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정보통신

공학부 박사과정 

◈ 성  명 : 차호영

◈ 학  력

·� 1996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 199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 2004년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 전기·�컴

퓨터공학과 공학박사 

◈ 경  력 

·� 1999년 - 2000년   

LG Corporate Institute of 

Technology

·� 2004년 - 2005년   

미국 코넬대학교 박사후연구원

·� 2005년 - 2007년   

미국 GE Global Research 

Center 연구원

·� 2007년 - 2012년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조교수 

·� 2012년 - 현재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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