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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제1도전형의 반도체 표층과, 제2도전형의 소스층, 제2도전형

의 드레인층, 게이트전극, 소스층에 인접하고 반도체 표층보다 저항이 낮으며 소스층과 드레인층 사이의 채널부 및 반도체

기판에 도달하지 않도록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소자측 접속부, 소자측 접속부에 인접하고 반도체 표층보다 저

항이 낮으며 반도체기판에 도달하도록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콘택트측 접속부, 소스층, 소자측 접속부 및 콘택

트측 접속부를 접속하는 소스전극 및, 반도체기판의 이면에 형성된 이면전극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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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1실시형태의 개략적인 부분적 확대평면도,

  도 2는 도 1에서의 2-2'선에 따른 확대단면도,

  도 3은 도 1의 3-3'선에 따른 확대단면도,

  도 4는 도 1의 4-4'선에 따른 확대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2실시형태의 개략적인 부분적 확대평면도,

  도 6은 도 5에서의 6-6'선에 따른 확대단면도,

  도 7은 제2실시형태의 게이트전극, 드레인전극 및 소스전극의 접속관계를 나타낸 등가회로도,

  도 8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의 소스-드레인간의 내압 및 소자측 반도체장치의 소스-드레인간의 내압을 비교한 그래프

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3실시형태의 개략적인 부분적 확대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4실시형태의 개략적인 부분적 확대단면도,

  도 11은 콘택트측 접속부에 금속플러그를 사용했을 때의 제5실시형태에서의 소자측 반도체장치의 단면도,

  도 12는 콘택트측 접속부에 금속플러그를 사용한 제5실시형태에서의 콘택트측 반도체장치의 확대단면도,

  도 13a 및 도 13b는 도 11 또는 도 12에 나타낸 금속플러그를 사용한 제5실시형태에서의 콘택트측 반도체장치의 다른

형태의 단면도,

  도 14a 및 도 14b는 도 11 또는 도 12에 나타낸 금속플러그를 사용한 제5실시형태에서의 소자측 반도체장치 또는 콘택

트측 반도체장치의 다른 형태의 단면도,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6실시형태로서 이면에 드레인전극을 갖춘 반도체장치의 단면도,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6실시형태로서 이면에 드레인전극을 갖춘 반도체장치의 단면도,

  도 17a 및 도 17b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도 1 또는 도 5에 나타낸 실시형태와는 다른 실시형태의 개략적인 부

분적 확대평면도,

  도 18은 도 17의 C-C'선에 따른 단면도,

  도 19a 및 도 19b는 도 17의 D-D'선에 따른 단면도,

  도 20은 도 17의 E-E'선에 따른 단면도,

  도 21a 및 도 21b는 도 17a에 나타낸 파워 반도체장치(power semiconductor device)의 F-F'선에 따른 확대단면도,

  도 22a 및 도 22b는 콘택트측 접속부에 확산층을 사용한 도 17a의 실시형태에 따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22)의 확대단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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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3은 콘택트측 접속부에 확산층을 사용한 도 17a 또는 도 17b의 실시형태의 E-E'선에 따른 단면도,

  도 24는 종래의 전형적인 동기정류회로방식의 전원에 사용되고 있는 DC-DC 컨버터(2000)의 회로도,

  도 25a 및 도 25b는 종래의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의 확대단면도 및 회로도,

  도 26은 종래의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의 다른 형태의 확대단면도,

  도 27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7실시형태의 부분적 확대평면도,

  도 28은 도 27의 MOSFET 칩에 나타낸 점선부분(W)을 확대한 평면투시도,

  도 29는 도 28에서의 A-A선에 따른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의 단면도,

  도 30은 도 28의 B-B선에 따른 배선측 반도체장치(352)의 단면도,

  도 31은 제8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확대평면도,

  도 32는 제8실시형태에 따른 배선측 반도체장치(354)의 단면도,

  도 33은 제9실시형태에 따른 배선측 반도체장치(356)의 단면도,

  도 34는 제10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확대평면도,

  도 35는 제11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확대평면도,

  도 36은 도 35에 나타낸 MOSFET 칩에 나타낸 점선부분(S)을 확대한 평면투시도,

  도 37은 도 36에서의 C-C선에 따른 배선측 반도체장치(358)의 단면도,

  도 38은 도 29에 나타낸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에 있어서 접속부(780) 대신에 금속플러그(782)를 사용한 소자측 반도

체장치(260)의 단면도,

  도 39는 도 30에 나타낸 배선측 반도체장치(352)에 있어서 접속부(780) 대신에 금속플러그(782)를 사용한 배선측 반도

체장치(360)의 단면도,

  도 40은 제12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개략적인 부분적 확대평면도,

  도 41은 본 실시형태에서의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62)의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파워 반도체장치(power semiconductor device)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퍼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나 정보통신기기 등의 전자기기에는, 예컨대 DC-DC 컨버터가 짜 넣

어져 있는 전원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 전자기기는 점점 소형화되고, 그 구동전압은 저하되며, 그 구동전류는 커지고 있

다. 그에 따라, 큰 전류를 효율 좋게 흘릴 수 있고, 또한 높은 주파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전원이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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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전류를 저전압으로 흘리기 위해서는 전원에 사용되는 파워 반도체소자의 온(ON)저항이 낮을수록 좋다. 또, 고주파수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원에 사용되는 파워 반도체소자의 스위칭이 고속일 필요가 있다.

  또, 종래부터 전원에는 정류하기 위해 쇼트키 다이오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낮은 전압으로 큰 전류를 흘

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쇼트키 다이오드 대신에 파워 MOSFET가 정류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전원의 입력과 출력

의 사이를 스위칭하는 전환용 파워 MOSFET 외에 정류하기 위한 정류용 파워 MOSFET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전원은,

일반적으로 정류용 파워 MOSFET와 전환용 파워 MOSFET가 동기하여 스위칭되므로, 동기정류회로방식의 전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도 24는 전형적인 동기정류회로방식의 전원에 사용되고 있는 DC-DC 컨버터(2000)의 회로도이다. 정류용 파워

MOSFET(2010) 및 전환용 파워 MOSFET(2020)는 동기시켜 동작시키므로, 같이 고속으로 스위칭시킬 수 있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 정류용 파워 MOSFET(2010) 및 전환용 파워 MOSFET(2020)는 같이 큰 전류를 흘리므로 온저항이 낮을수

록 바람직하다. 따라서, 동기정류회로방식의 DC-DC 컨버터(2000)에 있어서는, 전환용 파워 MOSFET(2020) 및 정류용

파워 MOSFET(2010)의 온저항의 저저항화 및 스위칭의 고속화 등의 개선이 보다 요망된다.

  또, 예컨대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의 소스전극(2031)과 DC-DC 컨버터의 출력(2040) 사이에 인덕턴스(2050)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인덕턴스가 접속되어 있는 전원을 온(ON)으로부터 오프(OFF) 또는 오프(OFF)로

부터 온(ON)으로 스위칭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L부하 스위칭이라 한다.

  전환용 파워 MOSFET(2020)가 온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드레인전극(2060)과 소스전극(2031)간의 전위차는 제로

(0)에 가깝다. 또, 인덕턴스(2050)에 전기에너지가 축적된다.

  한편으로, 전환용 파워 MOSFET(2020)가 온(ON)으로부터 오프(OFF)로 전환된 때에는, 드레인전극(2060)과 소스전극

(2031)간의 접속이 끊어진다. 또, 전환용 파워 MOSFET(2020)가 온되어 있을 때의 전류를 인덕턴스(2050)가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스전극(2031)의 전위가 저하된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드레인전극(2060)의 전압이 클램프되고, 드레인전

극(2060)과 소스전극(2031)간의 전위차는 DC-DC 컨버터(2000)의 입력(2070)과 출력(2040)간의 전위차보다도 커진다.

인덕턴스의 크기에 따라서는, 드레인전극(2060)과 소스전극(2031)간의 전압이 드레인전극(2060)과 소스전극(2031)간의

내압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에 따라, 드레인전극(2060)과 소스전극(2031) 사이를 애벌랜치항복(avalanche

breakdown)에 의한 애벌랜치전류(avalanche current)가 흐른다.

  도 25a는 종래의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의 확대단면도이다. 전환용 파워 MOSFET(2020)는 도 25a 중의 점선을

경계로 대칭의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점선보다 좌측에 주목하여 설명한다.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p++형의 실리콘기판(2100)상에 p-형의 실리콘 표면층(2105)이 형

성되어 있다. 드레인전극(2060)은 실리콘 표면층(2105)에 형성된 n형 드레인층(2110)에 접속되어 있다. n형 드레인층

(2110)으로부터 게이트전극(2080)의 아래쪽에 형성되는 채널부(2130)를 매개해서 소스전극(2030)과 접속하는 n+형 소

스층(2140)이 형성되어 있다. 또, 소스전극(2030)은 n+형 소스층(2140)의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p형 베이스층(2150)과

도 접속되어 있다. 또, p++형의 실리콘기판(2100)에 소스전극(2030)을 접속하기 위한 p+형 접속층(2160)이 형성되어 있

다. 실리콘기판(2100)의 이면에는 소스전극(2031)이 설치되어 있다. p+형 접속층(2160)이 실리콘기판(2100)에까지 도

달하고 있음으로써, 소스전극(2030)과 소스전극(2031)이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따라서, 채널부(2130)가 온일 때에 큰 전

류를 흘릴 수 있다.

  채널부(2130)는, p-형의 실리콘 표면층(2105) 및 p형 베이스층(2150)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n형 드레인층(2110),

채널부(2130) 및 n+형 소스층(2140)은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기생적으로 형성한다.

  도 25b는 n형 드레인층(2110), 채널부(2130) 및 n+형 소스층(2140)으로 이루어진 기생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회

로도이다. 이 기생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는 p형 베이스층(2150)을 매개해서 소스전극(2030)에 접속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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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4에 있어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드레인전극(2060)과 소스전극(2031) 사이를 애벌랜치항복에 의한 애벌랜치전류가 흐

르는 경우가 있다. 애벌랜치전류는 p형 베이스층(2150)의 저항을 통과하여 p+형 접속층(2160), p++형의 반도체기판

(2100)을 거쳐 소스전극(2031)으로 흐른다. 이 전류가 크면, p형 베이스층(2150)에 생기는 전압강하에 의해 n+형 소스층

(2140)과 p형 베이스층(2150)간의 접합(junction)이 순바이어스되어 버린다. 그 결과, 도 25b에 나타낸 기생 npn 바이폴

라 트랜지스터가 온(ON)되어 버린다. 기생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온(ON)되면, 더 큰 전류가 드레인전극(2060)과 소

스전극(2031) 사이를 흐른다. 따라서, 도 25a에 나타낸 파워 MOSFET가 파괴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이하, 이

현상을 「L부하 스위칭에 의한 소자 파괴」라 한다).

  더욱이, 도 25a에 있어서, p+형 접속층(2160)은 실리콘기판(2100)에 도달하도록 확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p+형 접속층

(2160)은 종방향뿐만 아니라 횡방향으로도 확산된다. 이 횡방향의 확산에 의해 p+형 접속층(2160)이 채널부에 도달하면,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의 임계치전압이 상승한다.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의 임계치전압이 상승하면, 그 스위

칭의 지연이 발생한다. 또,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의 온(ON)저항이 상승한다.

  한편으로, p+형 접속층(2160)이 횡방향으로 확산해도 채널부에 도달하지 않도록 p+형 접속층(2160)의 위치를 채널부로

부터 떨어뜨리면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의 폭이 넓어진다.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이 폭이 넓어지면, DC-DC

컨버터(2000)의 면적이 커져 버린다. 또, 전환용 파워 MOSFET(2020)를 일정 면적에 형성한 경우에는, 형성할 수 있는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의 단위셀 또는 소자유닛의 수가 감소된다. 따라서, 일정 면적내의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의 총 채널폭이 작아지므로, 온(ON)시의 전류가 감소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의 온저항(ON)이 상승한다.

  도 26은 종래의 전환용 파워 MOSFET(2020)의 다른 형태의 확대단면도이다. 도 25는 횡형의 MOSFET를 나타내고 있

지만, 도 26은 종형의 트렌치 게이트를 갖는 MOSFET(2020')를 나타내고 있다.

  MOSFET(2020')는 소스전극(2210)에 접속된 소스층(2220)과 드레인전극(2230)에 접속된 드레인층(2240) 및 소스층

(2220)과 드레인층(2240) 사이에 절연막(2250)을 매개해서 매립되어 있는 트렌치 게이트전극(2260)을 구비하여 이루어

진다.

  MOSFET(2020')는 게이트전극의 연면(沿面: 수직면)을 효율 좋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온(ON)저항을 낮게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트렌치 게이트전극(2260)은 절연막(2250)을 매개해서 드레인층(2240)과 인접하고, 또한 절연막(2250)은 온

(ON)저항을 저하시키기 위해 보다 얇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MOSFET(2020')에 있어서는, 트렌치 게이트전극(2260)

과 드레인층(2240)간의 기생용량이 커져 버린다. 이 기생용량으로 인해, MOSFET(2020')는 스위칭이 느려져서 고주파용

의 스위치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편, 정류용 파워 MOSFET(2010)도 상기와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갖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미소화함으로써 제조비용이 절감되고, L

부하 스위칭에 의한 소자파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제조가 용이하고, 스위칭속도가 빨라 스위칭손실이 작은 반도체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반도체기판과, 반도체기판보다 높은 저항을 갖고서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반도체

표층, 반도체 표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의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게이트전극의 한쪽 측의 반도체 표층에 선

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드레인층, 드레인층과 접속된 드레인전극, 게이트전극의 다른쪽 측의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

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소스층,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는 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소자측 접속부,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갖고 반도체기판으로의 깊이가 상기 소자측 접속부보다도 깊으며 반도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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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지 않는 비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콘택트측 접속부, 소스층, 소자측 접

속부 및 콘택트측 접속부를 접속하는 제1의 소스전극 및, 반도체기판의 이면에 반도체기판과 접속되어 형성된 이면전극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다른 실시형태에 의하면, 반도체기판과, 반도체기판보다 높은 저항을 갖고서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반도체 표층, 반도체 표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의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게이트전극의 한쪽

측의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드레인층, 드레인층과 접속된 드레인전극, 게이트전극의 다른쪽 측의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소스층, 소스층에 접속되고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가지며 반도체기

판에 도달하도록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2도전형의 제1반도체영역,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갖고 반도

체기판에 도달하도록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며 소스층이 인접하지 않는 제2도전형의 제2반도체영역, 소스층

및 제1반도체영역에 접속된 단락전극, 반도체기판의 이면에 반도체기판과 접속되어 형성된 소스전극, 드레인전극으로부

터 단락전극까지의 사이에 설치되고 드레인층, 소스층 및 그 드레인층과 그 소스층의 사이에 있는 채널부에 의해 형성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및, 드레인전극으로부터 제2반도체영역까지의 사이에 설치되고 드레인층 및 제2반도체영역에 의해

형성된 다이오드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되, 다이오드에서의 드레인층과 제2반도체영역간의 내압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서의 드레인전극과 소스층간의 내압과 거의 같거나 또는 그 이하이다.

  (발명의 실시형태)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형태를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는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하의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각 요소의 도전형에 대해 p형의 요소를 n형으로 변경하고, 또한 n형의 요소를 p

형으로 변경해도 본 발명에 따른 실시형태의 효과는 소실되지 않는다.

  도 25a에 나타낸 종래예의 단면은, 도 1에 있어서는 21-21'선에 따른 단면에 상당한다. 따라서, 도 25a에서는 반도체장

치의 단면이 드레인전극을 경계로 좌우대칭으로 나타내어져 있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실시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편

의상 도 1의 2-2'선에 따른 단면 또는 3-3'선에 따른 단면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1실시형태의 개략적인 부분적 확대평면도이다. 본 실시형태에서의 반도체장치에

는, 복수의 게이트전극(10)이 서로 거의 평행하게 형성되고, 게이트전극(10)의 사이에 게이트전극(10)과 거의 평행하게 드

레인전극(20) 및 소스전극(30)이 교대로 형성되어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1실시형태에 의한 도 1의 2-2'선에 따른 단면을 나타낸 확대단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1실시형태에 의한 도 1의 3-3'선에 따른 단면을 나타낸 확대단면도이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예컨대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p+형의 반도체기판(40)과, 반도체기판(40)보다 저항이

높고 반도체기판(40)상에 형성된 p-형의 반도체 표층(50), 반도체 표층(50)의 표면상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60)의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10), 게이트전극(10)의 한쪽 측의 반도체 표층(50)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n형의 드레인층(70), 드레인

층(70)과 접속된 드레인전극(20), 게이트전극(10)의 다른쪽 측의 반도체 표층(50)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n+형의 소스층

(80), 소스층(80)에 인접하고 반도체 표층(50)보다 저항이 낮으며 반도체 표층(50) 중 소스층(80)과 드레인층(70) 사이의

채널부(90) 및 기판(40)에 도달하지 않도록 반도체 표층(50)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소자측 접속부(100; 도 2 참조), 소자측

접속부(100)에 인접하고 반도체 표층(50)보다 저항이 낮으며 반도체기판(40)에 도달하도록 반도체 표층(50)에 선택적으

로 형성된 콘택트측 접속부(110; 도 3 참조), 소스층(80), 소자측 접속부(100) 및 콘택트측 접속부(110)를 접속하는 소스

전극(30) 및, 반도체기판(40)의 이면에 반도체기판(40)에 접속되도록 소스전극(31)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반도체기판(40)에 GaAS 또는 SiC 등의 반도체기판이 사용되어도 좋다.

  더욱이,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소스층(80)의 주위에 탭모양으로 형성되고, 또한 채널부(90)로 확산됨으로써

반도체장치의 임계치전압을 정하는 p형 베이스층(120)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또, 드레인층(70)은 드레인전극(20)과

저항성 접합하는 n+형의 접합부(70a)와, 소스전극(30) 및 드레인전극(20)간의 내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전계완화부(70b)

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게이트전극(10), 드레인전극(20) 및 소스전극(30)은 서로 SiO2 등의 산화막 등의 절연재료(130)

로 절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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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드레인층(70), 소스층(80) 및 베이스층(120)은 확산층이다. 확산층은 반도체 표층(50)에 포토공정

등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불순물을 박아 넣고, 열공정에 의해 불순물을 확산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소자측 접속부(100)

및 콘택트측 접속부(110)가 확산층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콘택트측 접속부(110)는 소스층(80)의 주위에 소스층(80)을 둘러싸도록 탭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면전극(31)은

콘택트측 접속부(110)를 매개해서 소스전극(30)과 접속되고, 제2의 소스전극(31)으로서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p+형의 콘택트측 접속부(110)의 불순물농도가 p형의 반도체 표층(50) 및 p형의 베이스층(120)의

불순물농도와 비교하여 높다. 따라서, 콘택트측 접속부(110)의 저항은 반도체 표층(50) 및 베이스층(120)의 저항과 비교

하여 낮다.

  편의상,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 중, 도 2의 소자측 접속부(100)를 포함하는 부분을 소자측 반도체장치(200)라

하고, 도 3의 콘택트측 접속부(110)를 포함하는 부분을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0)라 한다.

  도 4는 도 1에 나타낸 실시형태의 반도체장치의 4-4'선에 따른 단면을 나타낸 확대단면도이다. 도 4는 본 실시형태에 따

른 반도체장치를 점선에 의해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의 부분과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0)의 부분으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의 부분에 있어서는, 소자측 접속부(100)는 반도체기판(40)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 한편, 콘택트

측 반도체장치(300)의 부분에 있어서는, 콘택트측 접속부(110)는 크게 확산되어 반도체기판(40)에 도달하고 있다. 또, 소

자측 접속부(100)와 콘택트측 접속부(110)는 서로 인접하고 반도체기판(40)과 거의 동일한 비저항을 갖는다. 또, 소자측

접속부(100) 및 콘택트측 접속부(110)는 서로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복수의 소자측 접속부(100)

및 복수의 콘택트측 접속부(110)가 직선모양으로 규칙적으로 교대로 배치되어 있다.

  도 1∼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복수의 소자측 접속부(100)는 직선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 콘

택트측 접속부(110)는 소자측 접속부(100)의 사이에 인접하도록, 또는 소자측 접속부(100)에 중복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또, 소자측 접속부(100)의 직선의 방향에 대해 수직한 단면에 있어서, 콘택트측 접속부(110)는 소자측 접속부(100)보다도

넓으면서 깊게 확산되어 있다.

  다음에는 본 실시형태의 반도체장치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당해 반도체장치가 온(ON)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게이트

전극(10)에 소정의 전압이 인가된다. 그에 따라, 게이트전극(10)의 아래의 채널부(90)가 반전되어 드레인전극(20)과 소스

전극(30)이 도통한다.

  도 2 및 도 3의 게이트전극(10)에는 같은 전압이 인가된다. 그러나, 도 2의 채널부(90)에는 소자측 접속부(100)가 도달하

고 있지 않다. 따라서, 채널부(90)는 주로 베이스층(120)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채널부(90)의 임계치전압은 주로 베

이스층(120)의 불순물농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에 반해, 도 3의 채널부(91)에는 콘택트측 접속부(110)가 도달하고 있으므

로, 채널부(91)는 주로 베이스층(120) 및 콘택트측 접속부(110)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콘택트측 반도체장치

(300)의 채널부(91)의 불순물농도는,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의 채널부(90)의 불순물농도보다 높다. 따라서, 소자측 반도

체장치(200)의 소자측 임계치전압보다도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0)의 콘택트측 임계치전압 쪽이 높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게이트전극(10)에 인가하는 게이트전압은 소자측 임계치전압 이상이고, 또한 콘택트측 임계치

전압 이하로 족하다. 따라서, 소자측 반도체장치(200)는 온(ON)되는 한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0)는 오프(OFF)의 상

태를 유지한다. 그에 따라, 소자측 반도체장치(200) 및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0)를 온(ON)시키는 정도의 게이트전압을

필요로 하지 않아 반도체장치는 비교적 낮은 게이트전압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다. 스위칭에 필요한 게이트전압이 낮음으

로써, 스위칭의 속도가 빨라진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주파수가 높은 입력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게이트전압을 콘택트측 임계치전압 이상으로 함으로써, 소자측 반도체장치(200)뿐만 아니라, 콘택트측 반도체장

치(300)도 온(ON)상태로 해도 좋다.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0)도 온(ON)상태로 함으로써, 소자측 반도체장치(200)만이

온(ON)상태일 때보다도 반도체장치의 온(ON)저항이 저하된다. 다만, 온(ON)상태에 있어서,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0)

의 채널부(91)의 저항은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의 채널부(90)의 저항보다 높다. 따라서, 반도체장치를 흐르는 전류의 대

부분은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의 채널부(90)를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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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임계치전압은 주로 베이스층(120)에 의해 조절되고, 소자측 접속부(100) 및 콘택

트측 접속부(110)에 관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계치전압의 변동은 웨이퍼 사이나 로트(lot) 사이에서 작아진다.

  소자측 반도체장치(200)가 온(ON)됨으로써, 전류는 드레인층(70)으로부터 채널부(90)를 매개해서 소스층(80)으로 흐른

다. 그 후, 전류는 소스층(80)으로부터 소스전극(30)으로 흐른다. 더욱이, 전류는 소스전극(30)으로부터 콘택트측 접속부

(110)로 흐른다. 혹은, 전류는 소스전극(30)으로부터 소자측 접속부(100)로, 더욱이 콘택트측 접속부(110)로 흐른다. 콘

택트측 접속부(110)로 흐른 전류는 반도체기판(40)을 통해 소스전극(31)으로 흐른다.

  즉, 전류는 소자측 반도체장치(200)내에 있어서 채널부(90)를 드레인층(70)으로부터 소스층(80)으로의 방향(도 1의 화

살표 X의 방향)으로 흐른다. 그 후, 소스전극(30) 또는 소자측 접속부(100)내를 화살표 X의 방향과는 다른 소자측 접속부

(100)로부터 콘택트측 접속부(110)로의 방향(도 1의 화살표 Y의 방향)으로 흐른다. 본 실시형태의 경우, 화살표 Y의 방향

은 화살표 X의 방향과 거의 직교하고 있다. 더욱이, 전류는 소스전극(30) 또는 소자측 접속부(100)로부터 콘택트측 접속부

(110)로 흐르고, 콘택트측 접속부(110)로부터 소스전극(30)으로의 방향(도 4의 화살표 Z의 방향)으로 흐른다. 본 실시형

태의 경우, 화살표 Z의 방향은 화살표 Y의 방향 및 화살표 X의 방향과 거의 직교하고 있다.

  종래예에서는, 채널부(2130)에는 전부 채널이 형성되어 전류가 흐른다.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소정의 임계치전압이 게

이트전극(10)에 인가되어도,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0)의 채널부(91)에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0)에서의 채널부(91)의 채널폭만큼 종래예와 비교하여 반도체장치의 총 채널폭이 작아진다. 총 채널폭이

작아지면, 온(ON)저항이 상승해 버린다.

  그러나,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소자측 접속부(100)는 반도체기판(40)에 도달하도록 확산될 필요가 없다. 따

라서, 콘택트측 접속부(110)나 종래예의 접속층(2160)에 비해 소자측 접속부(100)의 채널부(90)의 방향으로의 횡방향의

폭이 작다. 따라서, 각 전극간의 거리나 각 확산층간의 거리 등을 좁혀 반도체장치를 미소화(微小化)해도, 소자측 접속부

(100)가 채널부(90)에 도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임계치전압은 반도체장치의 미소화에

의해 상승하는 일은 없는 바, 반도체장치의 미소화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일정 면적

내에 형성할 수 있는 반도체소자의 단위셀 또는 소자유닛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MOSFET의 총 채널폭이 커지

므로 온(ON)저항이 저하된다. 또, 반도체장치를 미소화함으로써, 제조비용이 절감된다.

  즉,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0)가 형성되는 것에 따른 온(ON)저항의 상승과, 반도체장치의 미소화에 따른 온(ON)저항의

저하는 트레이드오프의 관계에 있다.

  소자측 반도체장치(200) 및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0)의 형성의 면적비율에 따라,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온

(ON)저항은 저하된다.

  예컨대,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0)의 형성면적의 비율을 19:1로 하면, 총 채널폭이 약 5% 작

아진다. 따라서, 채널저항은 약 5% 상승한다. 더욱이,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에 의하면, 콘택트층 중 일부분을 콘

택트측 접속부(110)로 하고, 다른 부분을 소자측 접속부(100)로 한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의 MOSFET와 반도체기판간의

저항은 종래예의 MOSFET와 반도체기판간의 저항과 비교하여 높다. 따라서, 총 채널폭의 감소에 따른 채널저항의 상승률

과 MOSFET와 반도체기판간의 저항의 상승률의 합인 본 실시형태의 반도체장치의 온(ON)저항의 상승률은 통상 약 20%

라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소자측 반도체장치(200)를 형성하는 것에 따른 축소율은 약 75% 이하로 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의 반도체장

치의 온(ON)저항의 상승률의 약 20%를 고려하여, 본 실시형태의 일정 면적에서의 온(ON)저항은 종래예의 형태의 일정

면적에서의 온(ON)저항에 대해 1.2×0.75=0.9배로 된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의 온(ON)저항은 종래예의 온(ON)저항에

비해 약 10% 저감된다.

  최근과 같이 점점 반도체장치의 미소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반도체장치를 미소화해도 그 온(ON)

저항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메리트는 크다.

  또, 종래 콘택트층(2160)은 소자측 접속부(100)와 콘택트측 접속부(110)처럼은 구별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소자측

접속부도 반도체기판에 도달하도록 확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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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MOSFET와 반도체기판간의 저항은 종래예의 MOSFET와 반도체기판간의 저항과

비교하여 높다.

  그러나, 반도체장치의 온(ON)저항은 채널부(90)의 저항의 영향이 가장 크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는, 반도체장치 또는 단위셀의 미소화에 의해 채널부(90)의 총 연장(延長)이 커지고, 전체로서의 채널저항이 저하된다. 따

라서,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전체로서의 온(ON)저항은 저하된다.

  반도체장치가 온(ON)으로부터 오프(OFF) 또는 오프(OFF)로부터 온(ON)으로 스위칭된 때에는, 인덕턴스 등에 의한 큰

전류가 소스-드레인간에 인가되는 경우가 있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콘택트측 접속부(110)는 소스층(80)의 주위를 둘러싸고, 또한 콘택트측 접속부(110)

의 저항은 반도체 표층(50) 및 베이스층(120)의 저항과 비교하여 낮다.

  따라서, 소스-드레인간에 흐르는 애벌랜치전류는 소스층(80)의 바로 아래의 콘택트측 접속부(110)를 쉽게 흐를 수 있으

므로, 소스전극과 콘택트측 접속부(110) 사이에 생기는 전위치가 작다. 따라서, 소스층(80)과 콘택트측 접속부(110) 사이

의 접합(junction)이 순바이어스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도체장치가 과대한 전류에 의해 파괴되는 일이 없으므로, L부하 스

위칭에 의한 소자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L부하 스위칭에 의한 소자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의 소스-드레인간에 있어서, 애벌랜치

항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래서,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0)의 소스-드레인간의 내압은 소자측 반도

체장치(200)의 소스-드레인간의 내압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종래의 프로세스에 대해 소자측 접속부(100) 및 콘택트측 접속부(110)만의 마스

크를 변경하면 제조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2실시형태의 개략적인 부분적 확대평면도이다.

  도 6은 도 5에서의 6-6'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여기서, 도 5에서의 2-2'선에 따른 단면도는 도 2에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

이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소자측 반도체장치(200; 도 2 참조) 및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2; 도 6 참조)를 갖는

다. 소자측 반도체장치(200)는 게이트전극(10)을 갖고,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2)는 게이트전극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

서, 4-4'선에 따른 단면도는 도 4와 마찬가지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에 있어서는, 콘택트측 반도체장치가 온(ON)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콘택트측 반도체장치

(302)가 게이트전극을 가질 필요도 없다. 게이트전극이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2)에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전체의

게이트전극(10)의 정전용량 또는 드레인-게이트간의 용량(귀환용량)이 감소된다. 따라서, 반도체장치의 스위칭의 속도가

빨라진다.

  또,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2)는 소스층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도 25a 및 도 25b의 종래예에 나타낸 바와 같은 기생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형성되지 않는다.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2)에 있어서는, 드레인전극(20)으로부터 소스전극(30)

혹은 소스전극(31)까지의 사이에, 드레인층(70)과 베이스층(120)으로 다이오드가 형성된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에 있어서는,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에서의 드레인전극(20)과 소스전극(30) 사이에 형

성된 기생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내압보다도,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2)에서의 드레인전극(20)과 소스전극(30) 혹은

소스전극(31) 사이에 형성된 다이오드의 내압 쪽이 낮다. 그에 따라, 반도체장치의 드레인전극(20)과 소스전극(31) 사이에

과잉의 전력이 공급된 경우라도, 대부분의 전류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2)에 형성된 다이오드로 흐른다. 따라서, L부하

스위칭에 의한 소자 파괴가 일어나지 않아 반도체장치가 파괴되지 않는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2실시형태의 게이트전극(10), 드레인전극(20) 및 소스전극(31)의 접속관계를 나

타낸 등가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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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의 소스-드레인간의 내압(801) 및 소자측 반도체장치의 소스-드레인간의 내압(800)을 비교

한 그래프를 나타낸 도면이다. 내압(800)보다도 내압(801) 쪽이 낮은 전압에서 붕괴되고 있다.

  따라서, 게이트전극(10)에 소정전압이 인가되어 반도체장치가 온(ON)되어 있을 때에는, 전류는 드레인전극(20)과 소스

전극(31) 사이를 화살표(700)와 같이 소자측 반도체장치(200)를 흐른다.

  한편으로, 드레인전극(20)과 소스전극(31) 사이에 과잉의 전력이 공급된 때에는, 전류는 드레인전극(20)과 소스전극(31)

사이를 화살표(701)와 같이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2)를 흐른다.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2)가 존재함으로써, 반도체장치를 온(ON)으로부터 오프(OFF) 혹은 오프(OFF)로부터 온(ON)으

로 스위칭한 때, 드레인전극(20)과 소스전극(31) 사이의 전력은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에 집중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자

측 반도체장치(200)가 파괴되지 않는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3실시형태의 단면도이다.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소자측 반도체장치는 도 5의 2-

2'선의 단면에 있어서 도 2에 나타낸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와 같지만,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4)에 p형의 베이스층

(120)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도 6에 나타낸 제2실시형태와 비교하여 다르다.

  또, 불순물농도가 보다 많은 p+형의 콘택트측 접속부(110)가 전계완화부(70b)에 인접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그에 따라,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4)의 드레인전극(20)과 소스전극(30) 사이의 다이오드는 p+형 콘택트측 접속부(110)와 전계완화

부(70b)로 형성되고, 내압이 낮게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4)의 드레인전극(20)과 소스전극(30) 사

이의 다이오드의 내압은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의 드레인전극(20)과 소스전극(30) 사이의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내압 이하로 되어 있다.

  한편, 전계완화부(70b)에는 n형의 불순물량으로부터 p형의 불순물량을 뺀 실질적인 불순물량으로서, 약 1×1012㎝-2∼

약 5×1012㎝-2의 n형의 불순물량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라, 전계완화부(70b)에 공핍층이 신장되기 쉬워짐

과 더불어, 전계완화부(70b)의 저항을 적절한 값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전계완화부(70b)의 확산층의 횡방향의 폭이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

(304) 사이에서 상위(相違)하지 않다. 따라서, 종래예의 전계완화부(70b)를 형성하기 위한 포토마스크는 설계변경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4실시형태의 단면도이다.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도 5의 2-2'선에 따른 단면도

는 도 2의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와 같지만,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6)의 접합부(70a)의 단(端)으로부터 넓어지는 전계

완화부(70b)의 횡방향의 폭(길이) Ln이 도 6에 나타낸 제2실시형태와 비교하여 다르다. 즉,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6)의

전계완화부(70b)는,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의 전계완화부(70b)에 비해 채널부(91)로의 횡방향의 폭(Ln)이 작다. 따라

서, 드레인전극(20)에 전압이 인가된 때에,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6)의 전계완화부(70b)에서의 공핍층의 신장은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의 그것에 비해 작다. 그에 따라,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의 드레인전극(20)과 소스전극(30) 사이의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내압보다도,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6)의 드레인전극(20)과 소스전극(30) 사이의 다이오드의 내

압을 낮게 하고 있다.

  도 11 및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로서 콘택트측 접속부에 금속플러그를 사용한 제5실시형태의 단면도이다.

도 11은 도 5의 2-2'선에 따른 단면에 해당하고, 도 12는 도 5의 6-6'선에 따른 단면에 상당한다. 도 12의 콘택트측 접속

부(112)는 금속플러그(112)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콘택트측 접속부(112)는 소스전극(30)과 반도체기판(40)을 전기적으

로 접속하고 있다. 금속플러그(112)는 p+형의 확산층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제1 내지 제4실시형태의 콘택트측 접속부

(110)와 마찬가지의 작용을 갖는다.

  금속플러그(112)는 확산층보다도 저항이 낮으므로, 반도체장치의 온(ON)저항이 저하된다. 또, 금속플러그(112)는 확산

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확산층보다 좁은 영역에 콘택트측 접속부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콘택트측 접속부에 금속플러

그(112)를 사용한 반도체장치는, 확산층을 사용한 반도체장치보다도 온(ON)저항이 낮고 또한 미소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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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도 12의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7)는 도 11의 소자측 반도체장치(202)와 거의 같은 접합부(70a), 전계완화부

(70b) 및 베이스층(120)을 갖고 있다. 따라서,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7)의 소스-드레인간의 내압은 소자측 반도체장치

(202)의 소스-드레인간의 내압과 비교하여 거의 같다. 따라서, 파워 반도체장치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7)와 소자측 반

도체장치(202)의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L부하 스위칭에 의한 소자 파괴를 방지할 수 없다.

  도 13a, 도 13b, 도 14a 및 도 14b는 금속플러그(112)를 갖는 제5실시형태 중, 도 11 또는 도 12에 나타낸 소자측 반도체

장치(202) 또는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7)의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도 13a, 도 13b 및 도 14a는 각각 콘택트측 반도체장

치(307)의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내고, 도 14b는 소자측 반도체장치(202)의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도 13a에 나타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는, 도 12에서의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7)와 비교하여 드레인의 접합부

(70a)의 횡방향(채널로 향하는 방향)으로의 폭이 넓은 점에서 상위하다.

  따라서,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의 접합부(70a)의 단으로부터 넓어지는 전계완화부(70b)의 횡방향의 폭(Ln)은 콘택

트측 반도체장치(307) 및 소자측 반도체장치(202)의 접합부(70a)의 단으로부터 넓어지는 전계완화부(70b)의 횡방향의

폭(Ln)보다 좁아진다. 그에 따라, 소스-드레인간에 어떤 전압이 인가된 경우에,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에서의 전계완

화부(70b)와 베이스층(120) 사이에 넓어지는 공핍층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7) 및 소자측 반도체장치(202)에서의 전

계완화부(70b)와 베이스층(120) 사이에 넓어지는 공핍층보다도 좁아진다. 따라서,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의 소스-드

레인간의 내압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7) 및 소자측 반도체장치(202)의 소스-드레인간의 내압보다도 낮아진다.

  따라서, 파워 반도체장치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와 소자측 반도체장치(202)의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워 반도체장치의 애벌랜치전류의 대부분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를 통과한다. 따라서, 파워 반도체장치의 온(ON)

저항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소자측 반도체장치(202)가 보호된다.

  그러나,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에는 n+형의 소스층(80)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에는 기

생의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존재한다. 따라서, 애벌랜치전류가 소스층(80)의 바로 아래의 베이스층(120)을 통과함

으로써, 기생의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온(ON)되어 버린다. 그에 따라,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의 소자가 파괴되

어 버린다.

  도 13b에 나타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는 도 13a에서의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와 비교하여 n+형의 소스층(80)

이 없는 점에서 상위하다.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에 소스층(80)이 없음으로써,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에는 기생의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의 소스-드레인간에는 다이오드가 존재한다. 따

라서, 애벌랜치전류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의 소스-드레인 사이를 통과해도,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의 소자가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워 반도체장치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와 소자측 반도체장치(202)의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워 반도체장치의 온(ON)저항이 낮아져서 소자측 반도체장치(202)가 보호되고, 또한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의 소자

가 파괴되는 일도 없다.

  도 14a에 나타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11)는 도 13b에서의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와 비교하여 p형의 베이스층

(120)이 없다. 따라서,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11)는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보다도 간단한 구성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와 비교하여, 드레인층(70)의 전계완화부(70b) 및 접합부(70a)의 채널로 향하는 횡방향의

폭이 보다 넓고, 전계완화부(70b)가 콘택트측 접속부(110)에 접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상위하다. 한편으로, 콘택트

측 반도체장치(309)와 비교하여, 접합부(70a)의 단으로부터의 전계완화부(70b)의 횡방향의 폭(Ln)은 같아도 좋다.

  따라서, 파워 반도체장치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11)와 소자측 반도체장치(202)의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워 반도체장치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와 소자측 반도체장치(202)의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한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7, 308, 309, 311)는 게이트전극(10)을 갖고 있다. 그러나,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7,

308, 309, 311)의 위에는 게이트전극(10)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도 좋다. 콘택트측 반도체장치의 게이트전극(10)이 없으

면, 게이트전극(10)의 정전용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파워 반도체장치의 스위칭속도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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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소자측 접속부를 확산층으로 하고, 콘택트측 접속부를 금속플러그로 하고 있다. 그러

나, 도 5의 4-4'선의 전체에 따라 금속플러그를 형성해도 좋다. 즉, 소자측 반도체장치의 소자측 접속부에 금속플러그를

사용해도 좋다.

  예컨대, 도 14b는 소자측 접속부에 금속플러그를 사용한 소자측 반도체장치(204)의 실시형태의 단면도이다.

  소자측 반도체장치(204)는 인접하는 소스층(80)의 사이에 금속플러그(102)를 갖는다. 금속플러그(102)는 콘택트측 반

도체장치(307, 308, 309, 311)에서의 금속플러그(112)에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도 5의 4-4'선의 전체에 따라 금속플러

그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소스전극(30)이 소자측 접속부(100)와 접속하기 때문에, 인접하는 소스층(80) 사이의 거리는 금속플러그(102)의

폭보다 넓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인접하는 소스층(80) 사이의 거리를 금속플러그(102)의 폭보다 좁게 하면, 소스전극

(30)이 소자측 접속부(100)와 접속할 수 없게 되어 버리고, 그 결과 도 14b에 나타낸 실시형태에 의하면, 반도체장치를 미

소화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다.

  도 11의 소자측 반도체장치(202)가 형성된 경우에는, 인접하는 소스층(80) 사이의 거리를 좁게 해도, 금속플러그가 없으

므로 소스전극(30)은 인접하는 소스층(80)의 양쪽과 소자측 접속부(100)에 접속될 수 있다. 또, 도 12의 콘택트측 반도체

장치(307)에 있어서는, 인접하는 소스층(80) 사이의 거리가 좁아 소스전극(30)이 소자측 접속부(100)와 접속할 수 없어도

상관없다. 이것은, 소자측 반도체장치(202)에 있어서, 소스전극(30)과 소스층(80) 및 소자측 접속부(100)의 접속이 확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 11의 소자측 반도체장치(202) 및 도 12의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7)로 형성된 파워 반도체장치는, 도 14b의

소자측 반도체장치(204)를 이용하여 형성된 파워 반도체장치보다도 미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도 11∼도 13에 나타낸 제5실시형태 중에서도, 소자측 반도체장치(202) 및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 또는 311)

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 파워 반도체장치가 본 실시형태의 효과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다만, 제조프로세스, 제조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를 채용해도 좋다.

  한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 309 또는 311)에 있어서는, 접합부(70a)의 횡방향의 폭이 비교적 넓다. 따라서, 접합부

(70a)의 단으로부터 넓어지는 전계완화부(70b)의 횡방향의 폭(Ln)이 소자측 반도체장치(202 또는 204)의 전계완화부

(70b)의 그것보다도 좁다.

  그러나,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 309 또는 311)와 소자측 반도체장치(202 또는 204)의 접합부(70a)의 횡방향의 폭은

각각 같아도 좋다. 이 경우,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 309 또는 311)에서의 접합부(70a)의 단으로부터 넓어지는 전계완

화부(70b)의 횡방향의 폭(Ln)을 소자측 반도체장치(202 또는 204)의 전계완화부(70b)의 그것보다도 좁게 하기 위해서는,

접합부(70a)의 횡방향의 폭을 변경하는 일없이 전계완화부(70b) 자신의 횡방향의 폭을 좁게 하면 좋다. 그에 따라, 콘택트

측 반도체장치(308, 309 또는 311)의 소스-드레인간의 내압은 소자측 반도체장치(202 또는 204)의 소스-드레인간의 내

압보다도 낮게 할 수 있다.

  다만, 전계완화부(70b)에 베이스층(120)이 접촉하도록, 베이스층(120)의 횡방향의 폭을 넓게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

라,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8, 309 또는 311)의 소스-드레인간의 내압이 소자측 반도체장치(202 또는 204)의 소스-드레

인간의 내압보다도 낮아진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금속플러그(102 및 112)는 동일 공정에 있어서 동일 재료로 형성되어도 좋다. 금속플러그

(102 및 112)는 서로 접속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금속플러그(102 및 112)는 실질적으로 동일물로서 인식될 수 있다.

  한편으로, 금속플러그(102 및 112)는 개별의 공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되어도 좋다. 이 경우, 금속플러그

(102 및 112)는 상호접속배선에 의해 접속하면 좋다.

등록특허 10-0531924

- 12 -



  도 15 및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6실시형태로서 이면에 드레인전극을 갖춘 반도체장치의 단면도이다.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반도체기판(40)은 n++형이다. 반도체기판(40)의 이면에 드레인전극(20)이 반도체기판(40)과 접속

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금속플러그(104 및 114)는 드레인층(70)으로부터 반도체 표층(50)을 관통하여 반도체기판(40)까

지 도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드레인층(70)과 반도체기판(40) 및 이면의 드레인전극(20)이 접속되어 있다.

  금속플러그(104 및 114)와 반도체 표층(50) 사이를 절연하기 위해, 금속플러그(104 및 114)의 주위에 플러그 절연체

(115)가 형성되어 있다. 플러그 절연체(115)로서는, n형의 반도체층 또는 SiO2가 사용된다. 예컨대, As, P 등의 n형 불순

물이 금속플러그(104 및 114)를 매립하는 트렌치의 측벽에 대해 경사방향으로 박아 넣어진다. 그 후, 열처리에 의해 불순

물을 확산함으로써, n형의 반도체층이 형성된다. n형의 반도체층에 의해 금속플러그(104 및 114)와 반도체 표층(50) 사이

가 절연된다. 또, 트렌치의 에칭시에 트렌치의 측벽에 형성된 SiO2 등의 잔사(殘渣)를 플러그 절연체(115)로 해도 좋다.

  도 16에 나타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10)는 소스층(80)을 갖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기생의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가 애벌랜치전류에 의해 온(ON)되어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10)의 반도체소자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10)의 드레인의 접합부(70a)는 소자측 반도체장치(210)의 접합부(70a)보다도 횡방향의 폭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에 따라,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10)의 전계완화부(70b)는 소자측 반도체장치(210)의 전계완화부

(70b)보다도 접합부(70a)의 단으로부터 넓어지는 횡방향의 폭(Ln)이 좁아진다. 그에 따라,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10)의

소스-드레인간의 내압은 소자측 반도체장치(210)의 소스-드레인간의 내압보다도 낮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소자측 접속부(100) 및 콘택트측 접속부(110)의 각각의 깊이 및 불순물농도는 거의 같다. 따라서, 소자측 접속부

(100) 및 콘택트측 접속부(110)는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

  소스전극(30)은 반도체기판(40)의 표면에 형성되어 있다. 더욱이, 소스전극(30)은 절연재료(130)의 위를 피복하도록 형

성되어 있다.

  반도체 표층(50)은 n형으로 해도 좋다. 다만, n형의 반도체 표층(50)의 농도는 전계완화부(70b)의 농도보다도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접합부(70a)의 단으로부터 넓어지는 전계완화부(70b)의 횡방향의 폭(Ln)에 의해 소스-드레인간의 내압을 결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금속플러그(104 및 114)는 동일 공정에 있어서 동일 재료로 형성되어도 좋다. 금속플러그(104 및

114)는 서로 접속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금속플러그(104 및 114)는 실질적으로 동일물로서 인식될 수 있다.

  한편으로, 금속플러그(104 및 114)는 개별의 공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되어도 좋다. 이 경우, 금속플러그

(104 및 114)는 배선에 의해 접속하면 좋다.

  제5 및 제6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금속플러그(102, 104, 112 및 114)에 사용하는 금속은, 텅스텐, 알루

미늄, 동, Al-Si, Al-Si-Cu 등이다.

  또, 금속플러그(102, 104, 112 및 114) 대신에, 비금속재료가 사용되어도 좋다. 비금속재료의 플러그로서, 도프드 폴리

실리콘(doped-polysilicon)이 사용되어도 좋다. 이 경우에는, 소정의 플러그가 형성되는 위치에 트렌치를 형성한 후, 플러

그를 매립하기 전에 트렌치에 불순물을 비스듬히 박아 넣는다. 그에 따라, 트렌치의 측벽의 저항을 저하시킨다. 그 후, 플

러그를 매립함으로써, 플러그의 주변에 측벽 도전층(도시하지 않음)이 형성된다. 측벽 도전층은 드레인층(70) 또는 소스전

극(30)과 반도체기판(40) 및 이면의 드레인전극(20) 또는 소스전극(31)을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제1 내지 제6실시형태에 있어서는, 각각 게이트전극(10), 드레인층(70), 소스층(80), 소자측 접

속부(100), 콘택트측 접속부(110), 소스전극(30) 및 드레인전극(20)을 포함하는 소자유닛(1000; 도 1 또는 도 5 참조)이

형성되어 있다. 서로 인접하는 소자유닛(1000)은 소스전극(30) 또는 드레인전극(20)의 어느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

서, 복수의 소자유닛(1000)의 소스전극 또는 드레인전극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소자유닛(1000)의 수가 많을수

록 총 채널폭이 커져서 소스-드레인간에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제1 내지 제6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도 1 또는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자유닛(1000)이 복수의 소

자측 접속부(100) 및 복수의 콘택트측 접속부(110)를 직선모양으로 교대로 배치한 접속열(소스전극(30)의 아래에 중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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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음)과, 드레인층(70)을 직선모양으로 배치한 드레인열(드레인전극(20)의 아래에 중복되어 있음)을 갖는다. 서로 인접

하는 접속열은 서로 인접하는 복수의 소스전극(30)과 마찬가지로 거의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다. 드레인열은 드레인전극

(20)과 마찬가지로 서로 인접하는 접속열 사이에 그 접속열과 거의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 요소를 정렬시킴으로써, 반도체장치의 설계변경에 따른 축소화가 용이해지고, 반도체장치의 집적화가 용

이해진다.

  도 17a 및 도 17b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도 1 및 도 5에 나타낸 실시형태와는 다른 실시형태의 개략적인 부분

적 확대평면도이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에 있어서는, 복수의 소자측 접속부(100)가 E-E'선에 따라 직선모양으

로 형성되어 있다. 콘택트측 접속부(110)는 D-D'선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 도 17a에서는, 소자측 접속부(100) 및 콘택트

측 접속부(110)는 소스전극(30)의 아래에 연장되어 있다. 또, 복수의 드레인층(70)은 E-E'선에 평행하게 직선모양으로 형

성되어 있다. 드레인층(70)은 드레인전극(20)의 아래에 연장되어 있다.

  콘택트측 접속부(110)는, 소자측 접속부(100) 및 드레인층(70)의 배열방향에 대해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

콘택트측 접속부(110)는 직선모양으로 배열된 복수의 소자측 접속부(100)의 사이에 소자측 접속부(100)에 접하도록 형성

되고, 복수의 드레인층(70)의 사이에 드레인의 접합부(70a)에 접하지 않도록 그 근방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1개의 긴 소자측 접속부(100) 및 드레인층(70)이 직선모양으로 형성되고, 복수의 콘택트측 접속부(110)가 직선모

양으로 배열되도록 해도 좋다. 이 경우, 소자측 접속부(100)는 복수의 콘택트측 접속부(110)의 사이에 콘택트측 접속부

(110)에 접하도록 형성된다. 드레인층(70)은 복수의 콘택트측 접속부(110)의 사이에 접합부(70a)가 콘택트측 접속부

(110)에 접하지 않도록 그 근방에 형성된다.

  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소자측 접속부(100), 콘택트측 접속부(110) 및 드레인층(70)은 직선모양으로 형성되어 있

지만, 그들은 곡선모양으로 해도 좋다.

  도 17a 및 도 17b에 나타낸 게이트전극(10), 드레인전극(20) 및 소스전극(30)의 해칭을 실시한 부분은, 각각 게이트전극

(10)과 게이트배선(111)의 접합부분, 드레인전극(20)과 드레인층(70)의 접합부분, 및 소스전극(30)과 소스층(80), 소자측

접속부(100) 또는 콘택트측 접속부(110)의 접합부분이다.

  도 17b는 도 17a와 비교하여, D-D'선에 따른 소스전극(30)의 부분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다르다. 콘택트측 접속

부(110)는 도 17a와 마찬가지로 D-D'선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 한편, D-D'선에 따라 소스전극(30)의 부분이 형성되어 있

지 않으므로, 소스전극(30)과 드레인전극(20) 또는 게이트전극(10) 사이의 기생용량이 감소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도 18은 도 17a 또는 도 17b의 실시형태에 따른 소자측 반도체장치(220)의 C-C'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소스전극(30)은

소스층(80) 및 소자측 접속부(100)에 접속되어 있다. 소자측 접속부(100)는 반도체기판(40)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

  도 19a 및 도 19b는 콘택트측 접속부에 금속플러그를 사용한 도 17a의 실시형태에 따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20)의

D-D'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금속플러그(116)가 반도체기판(40)에 도달하고 있다. 또, 금속플러그(116)는 도 19의 좌우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금속플러그(116)는 드레인전극(20), 즉 드레인층(70)과 직교하고 있다. 소스전극(30)은 금속

플러그(116)에 접속되어 있다. 여기서, 도 17b의 D-D' 단면은 도 19a 또는 도 19b에 있어서 소스전극(30)의 일부분이 없

는 형상으로 된다.

  한편, 도 19a에서의 절연재료(130)의 위에는 드레인전극(20)이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드레인전극(20)

은 콘택트측 접속부로서의 금속플러그(116)와 중복된다. 그러나, 도 19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

장치는 드레인전극(20)이 금속플러그(116)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해도 좋다. 드레인전극(20)과 금속플러그(116)가 중복

되지 않음으로써, 소스-드레인간의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 20은 콘택트측 접속부에 금속플러그를 사용한 실시형태의 도 17a 또는 도 17b의 E-E'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금속플

러그(116)가 반도체기판(40)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소자측 접속부(100)가 E-E'선에 따라 연장되고, 금속플

러그(116)와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소자측 접속부(100)와 금속플러그(116)는 직교하고 있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가 온(ON)의 상태일 때에는, 도 17의 E-E'에 따른 소스전극(30)과 E-E'에 평행하게 형성

된 드레인전극(20)의 사이에 전류가 흐른다. 또, 소스전극(30)으로부터 D-D'선에 따른 금속플러그(116)를 매개해서 반도

체기판(40)의 이면에 형성된 소스전극(31)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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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1a 및 도 21b는 도 17a에 나타낸 파워 반도체장치(power semiconductor device)의 F-F'선에 따른 확대단면도이

다. 도 21a는 도 13b에 나타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와 같은 구성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를 갖춘 파워 반도체

장치의 확대단면도이다.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는 금속플러그(116)의 양 측면에 도 13b와 마찬가지로 콘택트측 접속

부(110) 및 베이스층(120)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베이스층(120)과 드레인층(70)이 다이오드를 구성한다. 이 다이오드의

내압은 소자측 반도체장치(220)의 기생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내압보다도 낮게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콘택

트측 반도체장치(309')의 접합부(70a)로부터 넓어지는 전계완화부(70b)의 횡방향의 폭(Ln)은 도 18의 접합부(70a)로부

터 넓어지는 전계완화부(70b)의 횡방향의 폭(Ln)보다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라, L부하 스위칭 등에 의해 발생하는

애벌랜치전류는 D-D'선의 근방의 드레인전극(20)으로부터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에 형성된 다이오드 및 금속플러그

(116)를 매개해서 소스전극(31)으로 흐른다. 따라서, 소자측 반도체장치(도 17a의 C-C'에 해당하는 부분)가 보호된다. 즉,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제1 내지 제6실시형태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다.

  도 21b는 도 14a에 나타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11)와 같은 구성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11')를 갖춘 파워 반도체장

치의 확대단면도이다.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11')는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와 비교하여 금속플러그(116)의 양 측면

에 콘택트측 접속부(110)를 갖춘 점에서 같지만, 베이스층을 갖추지 않은 점에서 상위하다. 콘택트측 접속부(110)와 드레

인층(70)이 다이오드를 형성하도록 구성한다. 이 다이오드의 내압은 소자측 반도체장치(220)의 기생 npn 바이폴라 트랜

지스터의 내압보다도 낮게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11')의 접합부(70a)로부터 넓어지는 전계

완화부(70b)의 횡방향의 폭(Ln)은 도 18의 접합부(70a)로부터 넓어지는 전계완화부(70b)의 횡방향의 폭(Ln)보다 짧은 것

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라, L부하 스위칭 등에 의해 발생하는 애벌랜치전류는 D-D'선의 근방의 드레인전극(20)으로부터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11')에 형성된 이 다이오드 및 금속플러그(116)를 매개해서 소스전극(31)으로 흐른다. 따라서, 소

자측 반도체장치(도 17a의 C-C'에 해당하는 부분)가 보호된다. 즉,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제1 내지 제6실시형태와 마

찬가지의 효과를 갖는다.

  또한, 도 17b에 나타낸 파워 반도체장치의 F-F'선에 따른 확대단면도는, 도 21a 및 도 21b에 각각 나타낸 콘택트측 반도

체장치(309' 및 311')의 소스전극(30)이 없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도 17b에 나타낸 파워 반도체장치의 F-F'선에 따른

확대단면도의 다른 구성은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09' 및 311')와 같아도 좋다. 그에 따라, 제1 내지 제6실시형태와 마찬가

지의 효과를 갖는다.

  도 22a 및 도 22b는 콘택트측 접속부에 확산층을 사용한 도 17a의 실시형태에 따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22)의 D-D'

선에 따른 확대단면도이다. 소자측 반도체장치의 단면도는 도 18에 나타낸 소자측 반도체장치(220)의 단면도와 같다. 한

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22)는 도 19에 나타낸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20)의 금속플러그 대신에 확산층에 의해 형성된

콘택트측 접속부(110)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22)의 단면에 있어서는, 도 18에 나타낸 금속플러

그(116)의 부분은 확산층에 의해 형성된 콘택트측 접속부(110)로 되어 있다.

  또한, 도 22a의 절연재료(130)의 위에는 드레인전극(20)이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드레인전극(20)은

콘택트측 접속부(110)와 중복된다. 그러나, 도 2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드레인전극(20)이 콘택트측 접속부(110)와 중복

되지 않도록 설계해도 좋다. 드레인전극(20)과 콘택트측 접속부(110)가 중복되지 않음으로써, 소스-드레인간의 용량을 감

소시킬 수 있다. 한편, 도 17b의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콘택트측 접속부에 확산층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D-D'선에 따

른 확대단면도는 도 22a 또는 도 22b에 있어서 소스전극(30)이 없는 상태로 된다.

  도 23은 콘택트측 접속부에 확산층을 사용한 도 17a 또는 도 17b의 실시형태의 E-E'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도 20에서의

금속플러그(116)의 부분에 확산층을 사용한 콘택트측 접속부(110)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동기정류회로방식의 DC-DC 컨버터뿐만 아니라 고주파에 대응하는 파워 반도체장치의

전부에 적용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인덕턴스의 유무에 관계없이 큰 전력이 인가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장치에 적

용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전환용 파워 MOSFET 및 정류용 파워 MOSFET에 적용할 수 있다.

  더욱이, 정류용 파워 MOSFET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쇼트키 다이오드를 소스-드레인간에 병렬로 접속할 수도 있다. 그

에 따라, 정류용 파워 MOSFET의 스위칭이 늦어져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쇼트키 다이오드가 정류

용 파워 MOSFET를 보상하고, 바이패스로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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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7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제7실시형태의 반도체장치의 부분적 확대평면도이다. 도 27은 MOSFET칩을 위

쪽으로부터 본 평면도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1∼도 6실시형태에 있어서, 콘택트측

접속부(110)는 소스전극(단락전극; 30)의 아래에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하의 제7∼제10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콘택

트측 접속부에 상당하는 p+형 영역(제2의 반도체영역)은 게이트전극 또는 게이트배선의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다

르다(도 30 참조). 그래서 편의상 제7실시형태 이후에서의 반도체장치 중, 게이트전극 또는 게이트배선의 아래에 형성된

p+형 영역을 배선측 접속부라 부르고, 배선측 접속부를 포함하는 부분을 배선측 반도체장치라 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MOSFET칩은 게이트의 본딩패드(762), 게이트 접속패턴(763), 게이트배선(764) 및 드레인전극

(784)을 갖추고 있다. 본딩패드(762)는 게이트 접속패턴(763)과 동일 층의 패턴으로 연속하여 접속되어 있다. 본딩패드

(762) 및 게이트 접속패턴(763)의 아래쪽에 존재하는 절연막에는 비아(via; 765)가 형성되어 있다. 비아(765)에 의해 본

딩패드(762) 또는 게이트 접속패턴(763)이 게이트배선(764)의 단부(端部)와 접속되어 있다. 게이트배선(764)은 게이트전

극(777; 도 28, 도 29 참조)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외부와의 접속에 적용되는 본딩패드(762)는 본딩패드(762)에 연속하는 게이트 접속패턴(763)과 더불

어, 비아(765)를 매개해서 게이트배선(764)을 통해 게이트전극(777)과 접속되어 있다.

  본딩패드(762), 게이트 접속패턴(763) 및 게이트배선(764)은 게이트전극(777)까지의 저항을 저하시키기 위해 금속, 예

컨대 알루미늄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한편, 게이트전극(777)은 도 27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게이트배선(764)에 직교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배선

(764)의 폭은 약 2㎛∼4㎛이다. 게이트배선(764) 사이의 간격은 약 50㎛∼약 200㎛이다.

  인접하는 게이트배선(764)의 사이에는 드레인전극(784)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배선(764)상의 드레인전극(784)이 제

거되어 있는 것은, 게이트배선(764)과 드레인전극(784) 사이의 기생용량을 저하시키기 위함이다.

  도 28은 도 27의 MOSFET 칩에 나타낸 점선부분(W)을 확대한 평면투시도이다. 게이트배선(764)이 도 28의 지면에 대

해 횡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다. 드레인전극(784)이 게이트배선(764)의 주위에 게이트배선(764)과 이간하여 형성되어 있

다. 즉, 게이트배선(764)의 위쪽에는 드레인전극(784)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게이트-드레인간의 기생용량이

작아진다.

  게이트배선(764)은 콘택트홀(766)을 통해 게이트전극(777)에 접속되어 있다. 게이트전극(777)은 폴리실리콘 또는 금속

실리사이드 등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전극(777)은 게이트배선(764)에 접속되어 있는 게이트전극(777a)과, 게이트

전극(777a)으로부터 거의 직교하도록 연장되어 있는 게이트전극(777b)으로 이루어진다. 게이트전극(777a) 및 게이트전

극(777b)은 동일 층의 패턴이다. 여기서, 게이트전극(777a)은 게이트전극(777b)을 게이트배선(764)에 접속하기 위해 형

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콘택트홀(766)과 콘택트홀(766) 사이의 부분은 제거해 버려도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게이트-소

스간의 기생용량을 줄일 수 있다.

  드레인전극(784)의 아래쪽에는 게이트전극(777b), 단락전극(782) 및 드레인전극(781)이 존재한다. 단락전극(782) 및

드레인전극(781)은 게이트전극(777b)에 따라 거의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다. 즉, 게이트전극(777b)의 한쪽 측에 단락전극

(782), 그리고 게이트전극(777b)의 다른쪽 측에 드레인전극(781)이 형성되어 있다. 도 28에 있어서, 게이트배선(764), 게

이트전극(777a, 777b) 및 드레인전극(781)에는 해칭이 실시되어 있다.

  게이트배선(764)은 콘택트홀(766)을 매개해서 게이트전극(777a)과 접속되어 있다.

  드레인전극(784)은 콘택트홀(788)을 매개해서 드레인전극(781)에 접속되어 있다. 더욱이, 드레인전극(781)은 콘택트

플러그(789)를 매개해서 드레인층의 일부인 n+형의 접합부(778)에 접속되어 있다.

  단락전극(782)은 콘택트 플러그(790)를 매개해서 n+형의 소스층(774)에 접속되어 있다. 여기서, 소스층(774)은 반도체

기판의 평면상에 있어서 돌출부(774A)를 갖춘 빗살형의 형상이다. 단락전극(782)은 돌출부(774A)에 접촉됨으로써, 소스

층(774)과 접속되어 있다. 그에 따라, 애벌랜치내량이 향상된다. 즉, L부하 스위칭에 의한 소자 파괴가 일어나기 어렵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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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9는 도 28에서의 A-A선에 따른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의 단면도이다. 도 29를 참조하여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

체장치의 구성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소자측 반도체장치(252)는, 저저항의 p+형의 실리콘 반도체기판(771)과, 반도체기판(771)의 표면

에 에피택셜성장되어 반도체기판(771)보다도 고저항의 p-형의 실리콘 에피택셜층(772)을 갖추고 있다. 실리콘 에피택셜

층(772)의 두께는 약 3㎛이다.

  실리콘 에피택셜층(772)의 표면에는 p형의 바디영역(773)이 선택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바디영역(773)의 표면의 일부

분은 반도체소자의 채널영역으로서 작용한다. 이 채널영역을 사이에 두고 대향하도록 n+형의 소스층(774)과 n형의 드리

프트층(전계완화부라고도 함; 775)이 선택적으로 자기정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소스층(774)과 드리프트층(775) 사이의

바디영역(773)상에는, 즉 채널영역상에는 실리콘산화막으로 이루어진 게이트절연막(776)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절연

막(776)상에는 게이트전극(777b)이 형성되어 있다. 드리프트영역(775)내에는 선택적으로 n+형의 접합부(778)가 형성되

어 있다. 드레인층은 드리프트영역(775) 및 접합부(778)로 이루어진다.

  소스영역(774)의 아래에는, p+형의 소자측 접속부(780a)가 형성되어 있다. 소자측 접속부(780a)는 에피택셜층(772)의

표면으로부터 반도체기판(771)에 도달한다. 단락전극(782)은 소스층(774) 및 접속부(780a)와 접촉하여 이들을 전기적으

로 접속하기 위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도 29는 소스층(774) 중 돌출부(774A)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소스층

(774)은 단락전극(782)과 접촉하고 있다.

  접합부(778)에는 콘택트 플러그(789)를 매개해서 드레인전극(781)이 접속되어 있다.

  더욱이, 에피택셜층(772)의 위쪽에는 층간절연막(783)이 형성되어 있다. 층간절연막(783)상에는 드레인전극(784)이 형

성되어 있다. 드레인전극(784)은 드레인전극(781)에 접속되고, 콘택트 플러그(789)를 통해 접합부(778)에 전기적으로 접

속되어 있다.

  또, 반도체기판(771)의 이면상에는 소스전극(785)이 형성되어 있다. 소스전극(785)은 반도체기판(771)과 접속되어 있

다. 따라서, 소스층(774)은 단락전극(782), 접속부(780) 및 반도체기판(771)을 통해 소스전극(785)에 전기적으로 접속되

어 있다. 한편, 도 28의 A-A'선에 따른 단면에는 게이트배선(764)이 존재하지 않지만, 도 29에서는 게이트배선(764)을 투

시한 상태를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소자측 반도체장치(252)는, 도 2에서의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에 대해 소자측 접속부(100)에 있어서 다르다. 도 2에서

의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의 소자측 접속부(100)는 반도체기판(40)까지 도달하고 있지 않지만, 소자측 반도체장치(252)

의 소자측 접속부(780a)는 반도체기판(771)까지 도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실시형태는 콘택트 접속부 밖에 반도체기

판에 도달하고 있지 않은 실시형태보다도, 단위셀당의 온(ON)저항이 저하된다. 또, 드리프트층(775)이 제조공정의 변동

에 의해 국소적으로 횡방향으로 좁은 부분이 형성되어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의 내압이 저하된 경우라도, 소자측 접속부

(780a)가 비교적 용이하게 반도체기판(771)으로 전하를 흘릴 수 있다.

  여기서는, 드레인전극(784)과 소스전극(785)이 주전극이다. 단락전극(782)은 소스영역(774)과 접속부(780a)를 단락하

기 위해 형성되어 있다.

  도 30은 도 28의 B-B선에 따른 배선측 반도체장치(352)의 단면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게이트배선(764)의 위쪽의 드

레인전극(784)은 게이트-드레인간의 기생용량을 작게 하기 위해, 게이트배선(764)에 따라 제거되어 있다.

  또, 게이트전극(777a)의 아래에는 배선절연막(786)이 형성되어 있다. 또, 게이트전극(777a)의 아래쪽에는 배선측 접속

부(780b)가 형성되어 있다. 배선측 접속부(780b)는 게이트배선(764) 및 게이트전극(777a)의 아래쪽에 있어서, 게이트배

선(764) 및 게이트전극(777a)에 따라 연장되어 있다. 즉, 배선측 접속부(780b)는 소자측 접속부(780a)와 거의 직교한다.

그에 따라, 반도체기판의 표면영역을 낭비없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반도체장치가 더 소형화될 수 있다. 더욱이, 소자

측 접속부(780a) 및 배선측 접속부(780b)는 같은 깊이로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따라서, 소자측 접속부(780a) 및 배선측

접속부(780b)는 동일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는 다른 실시형태보다도 제조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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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선절연막(786)은 게이트절연막(776)보다도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절연막(776)은 약 30㎛인데 반해, 배선절연

막(786)의 막두께는 약 100㎚∼300㎚이다. 게이트절연막(776)보다도 두꺼운 배선절연막(786)에 의해 게이트전극(777a)

과 배선측 접속부(780b) 사이의 기생용량이 작아진다. 그에 따라, 반도체장치의 게이트-소스간의 기생용량이 저감된다.

  드리프트층(775)은 LDD(Lightly Doped Drain)구조를 이루고 있다. 드리프트층(775)은 전계완화부(775)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드리프트층(775)의 횡방향의 길이에 따라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의 내압이 거의 결정된다. 드리프트층(775)의

횡방향의 길이가 약 1㎛일 때에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의 내압은 약 30V∼약 40V이다.

  드리프트층(775)은 n형의 불순물, 예컨대 인(P) 혹은 비소(As)의 이온주입에 의해 형성된다. 드리프트층(775)으로 주입

되는 불순물의 양은 약 2×1012∼약 4×1012cm-2이다. 도 29에 나타낸 단면에 있어서는, 게이트전극(777b)을 마스크로

하여 드리프트층(775)의 단부가 자기정합적으로 형성된다.

  또, 드리프트층(775)의 깊이는 약 0.1㎛∼약 0.2㎛이고, 비교적 얕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드리프트층(775)과 게이트

전극(777b)이 대향하는 면적이 작으므로, 드레인-게이트간의 용량이 작다. 따라서, LDD구조를 채용함으로써, 본 실시형

태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스위칭속도가 빨라 스위칭손실이 작다.

  접합부(778)는 콘택트 플러그(789)와의 사이에서 저항성 접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접합부(778) 표면의 n형의 불순물

의 농도는 약 1×1018cm-3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1×1019cm-3 이상이다.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의 내압이 10V 이하여도 좋은 경우에는, 드리프트층(775)을 형성하는 일없이 n+형의 접합부

(778)가 게이트전극(777b)을 마스크로 하여 자기정합적으로 형성된다.

  단락전극(782)과 드레인전극(784) 사이의 층간절연막(783)의 두께는 1㎛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락전극

(782)과 드레인전극(784) 사이에 생기는 기생의 드레인-소스간의 기생용량을 작게 하고 있다. 다만, 단락전극(782)과 드

레인전극(784) 사이의 층간절연막(783)이 지나치게 두꺼운 경우에는, 콘택트홀(788)의 애스펙트비(종횡비)가 지나치게

커진다. 그에 따라, 콘택트홀(788)에서의 드레인전극(784)의 매립성이 나빠져서 드레인전극(784)의 저항값이 상승해 버

린다. 드레인전극(784)의 저항값의 상승은,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의 온(ON)저항을 상승시켜 버린다. 따라서, 단락전극

(782)과 드레인전극(784) 사이의 층간절연막(783)의 막두께에는 상한이 있다.

  드레인전극(784)의 두께는 4㎛ 이상, 바람직하게는 6㎛ 이상이다. 반도체기판(771)의 두께는 100㎛ 이하로 얇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의 온(ON)저항이 저감된다.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의 채널영역은 p-형의 에피택셜층(772)뿐만 아니라 p형의 바디영역(773)를 포함하여 형성되어

있다. 바디영역(773)은 p형의 불순물(예컨대, 보론)의 이온주입 및 열확산에 의해 형성된다. 바디영역(773)은 게이트전극

(777)을 형성하는 공정보다도 앞의 공정에서 형성된다. 그 때, 나중에 형성되는 게이트전극(777b)의 아래의 부분 중 소스

층(774) 측의 약 반에만 불순물을 주입하고, 드레인층 측의 약 반에는 이온을 주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p형의 불순물농

도는 채널영역의 드레인측 단(드리프트층(775)의 단부)으로 향하여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소자측 반도체장치

(252)에 있어서, 바디영역(773)과 드리프트층(775) 사이로부터 신장되는 공핍층은 드리프트층(775)뿐만 아니라 바디영

역(773)에도 신장된다.

  한편으로, p형의 불순물농도가 채널영역의 드레인측 단(드리프트층(775)의 단부) 근방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n형의 드리프트층(775)의 단부의 농도가 저하해 버린다. 그에 따라,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의 온(ON)저항이 상승해 버

린다.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에는, 드레인전극(781)으로부터 단락전극(782)까지의 사이에, 드레인층(775, 778), 바디영역

(773) 및 소스층(774)에 의해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형성된다. 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전압이 걸리면, 공핍층은

상술한 바와 같이 드리프트층(775)의 횡방향의 폭보다도 길게 d1만큼 신장된다.

  도 30에 나타낸 배선측 반도체장치(352)에 있어서, 접합부(780b)와 드리프트층(775)이 반도체기판(771)과 드레인전극

(778) 사이에서 기생 다이오드를 구성하고 있다. 이 기생 다이오드에 전압이 걸리면, 공핍층은 드리프트층(775)의 횡방향

의 폭(d2)만큼 신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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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d2)은 폭(d1)보다도 좁으므로, 배선측 반도체장치(352)에서의 기생 다이오드의 내압은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에서

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내압보다도 낮다. 따라서, L부하 스위칭시 등에 큰 전압이 반도체장치에 인가된 때에는, 배선측

반도체장치(352)에서의 기생 다이오드가 애벌랜치항복한다. 따라서, 이 기생 다이오드의 내압 이상의 전압이 소자측 반도

체장치(252)에 인가되는 일은 없다. 그 결과,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에 형성된 소자, 즉 소자측 반도체장치(252)

가 큰 전압에 의해 파괴되는 일이 없다.

  도 31은 제8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확대평면도이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는, 드레인전극(784)이 게이

트배선(764)의 위쪽에도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제7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와 다르다.

  도 32는 본 발명에 따른 제8실시형태의 배선측 반도체장치(354)의 단면도이다. 제7실시형태에서의 도 28 및 도 30에 나

타낸 배선측 반도체장치(352)와 비교하여, 드레인전극(784)이 게이트배선(764)의 위쪽에 형성되어 있다. 그에 따라, 드레

인전극(784)의 저항값이 저하되므로, 제7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온(ON)저항과 비교하여,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

도체장치의 온(ON)저항이 낮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따른 소자측 반도체장치는 제7실시형태에서의 소자측 반도체장치와

같은 구성이므로 생략되어 있다.

  도 33은 본 발명에 따른 제9실시형태의 배선측 반도체장치(356)의 단면도이다. 본 실시형태는, 드레인전극(784)이 게이

트배선(764)의 위쪽에도 형성되어 있는 점과, 배선절연막(786)의 막두께가 소자측 반도체장치의 게이트절연막(776)의 막

두께와 거의 같은 점에서 제7실시형태와 다르다.

  드레인전극(784)이 게이트배선(764)의 위쪽에도 형성되어 있음으로써, 제7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온(ON)저항

과 비교하여,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온(ON)저항이 낮다. 또, 배선절연막(786)이 게이트절연막(776)의 막두께

와 거의 같음으로써, 배선측 반도체장치(356)의 배선절연막(786) 및 소자측 반도체장치의 게이트절연막(776)은 동일 공

정에 있어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따른 소자측 반도체장치도, 제7실시형태에서의 소자측 반도체장치와 같

은 구성이므로 생략되어 있다.

  도 34는 본 발명에 따른 제10실시형태의 반도체장치의 확대평면도이다. 도 28에 도시되어 있는 제7실시형태에 의하면,

소스확산층(774)은 빗살형의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돌출부(774A)만이 단락전극(782)과 접촉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소스확산층(774)은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있어서 장형(長型)으로 형성되고, 그 긴 쪽 방향

의 1변 전체에 있어서 단락전극(782)과 접촉한다. 그에 따라,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온(ON)저항은 제7실시형

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온(ON)저항보다도 낮다. 또한, 소자측 반도체장치 및 배선측 반도체장치의 각각의 단면도는 제7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단면도, 즉 도 29 및 도 30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도 35는 본 발명에 따른 제11실시형태의 반도체장치의 확대평면도이다. 도 28에 나타낸 제7실시형태와 비교하여, 게이

트전극(777a) 및 게이트배선(764)이 적은 점에서 다르다. 제7실시형태에 있어서, 게이트전극(777a) 및 게이트배선(764)

은 모든 배선측 반도체장치의 상측에 형성되어 있었다(도 30 참조). 그러나,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게이트전극(777a)

및 게이트배선(764)은 많은 배선측 반도체장치의 상측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게이트전극(777a) 및 게이트배선(764)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편의상 배선측 반도체장치라 한다.) 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게이트배선(764)은 본딩패드(762)

및 게이트 접속패턴(763)과 동일 층의 금속으로 형성된 패턴으로, 연속하여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제7실시형태와 같은

비아(765)는 불필요하다.

  또한, 제7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게이트배선(764)을 단락전극(782)이나 드레인전극(781)과 동일 층의 금속으로 형성

하고, 비아(765)에 의해 게이트 접속패턴(763)에 접속해도 좋다.

  도 36은 도 35에 나타낸 MOSFET 칩에 나타낸 점선부분(S)을 확대한 평면투시도이다. 도 36에는 게이트전극(777a) 및

게이트배선(764)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도시되어 있다. 게이트전극(777b)은 게이트배선(764)에 거의 직교하는 방

향으로 연속하여 신장되어 있다. 게이트전극(777)은 금속 또는 금속실리사이드 등의 저저항 재료로 이루어진다. 또, 어느

게이트전극(777b)도, 도 35에 나타낸 게이트배선(764) 및 게이트전극(777a)에 접속되어 있다. 게이트전극(777a) 및 게이

트배선(764)은 많은 배선측 반도체장치의 상측에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게이트전극(777b)이 저저항 재료로 이루어지므

로, 게이트전극(777b)으로부터 본딩패드(762)까지의 저항은 충분히 낮다. 게이트전극(777a) 및 게이트배선(764)은 예컨

대 1번 단의 2개만으로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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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배선측 반도체장치의 하측에는 접속부(780b; 도 37 참조)가 제7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형성되어 있다. 그에

따라, 소자측 반도체장치가 보호될 수 있다.

  도 37은 도 36에서의 C-C선에 따른 배선측 반도체장치(358)의 단면도이다. 배선측 반도체장치(358)는 게이트배선

(764) 및 게이트전극(777a)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게이트-드레인간의 기생용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

30에 나타낸 배선측 반도체장치(352)와 같이, 접속부(780)상의 드레인전극(784)은 제거될 필요가 없다.

  또,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게이트전극(777a)과 접속부(780b)의 접촉이나 기생용량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배선절

연막(786)이 불필요하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게이트전극(777)을 금속실리사이드로 형성한 경우, 단락전극(782) 및 드레인전극(781)도 같은 금

속실리사이드로 형성함으로써, 전극층의 수를 1층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도 38은 도 29에 나타낸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에 있어서 접속부(780) 대신에 금속플러그(782)를 사용한 소자측 반도

체장치(260)의 단면도이다. 금속플러그(782)는 에피택셜층(772)의 표면으로부터 반도체기판(771)까지 도달하고 있다.

  도 39는 도 30에 나타낸 배선측 반도체장치(352)에 있어서 접속부(780) 대신에 금속플러그(782)를 사용한 배선측 반도

체장치(360)의 단면도이다. 금속플러그(782)는 에피택셜층(772)의 표면으로부터 반도체기판(771)까지 도달하고 있다.

  도 38 및 도 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속부(780) 대신에 금속플러그(782)를 사용함으로써, 반도체장치의 온(ON)저항이

저하된다. 또, 금속플러그는 확산층보다도 폭을 좁게 형성할 수 있으므로, 금속플러그를 사용함으로써 반도체장치가 미소

화될 수 있다.

  소자측 반도체장치(260)는 배선측 반도체장치(360)와 조합시켜 반도체장치를 구성해도 좋지만, 예컨대 배선측 반도체장

치(352, 354, 356 또는 358)와 조합시켜도 좋다.

  한편으로, 배선측 반도체장치(360)는 예컨대 소자측 반도체장치(252)와 조합시켜 반도체장치를 구성해도 좋다.

  도 40은 제12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개략적인 부분적 확대평면도이다. 제1실시형태의 콘택트측 반도체장치

(300; 도 3 참조)와 비교하여, 본 실시형태는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62)에 소스층(80)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다르

다. 본 실시형태에서의 소자측 반도체장치는 도 2에 나타낸 소자측 반도체장치(200)와 동일하다.

  도 41은 본 실시형태에서의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62)의 단면도이다. 본 실시형태와 같이, 소자측 반도체장치(200) 및

콘택트측 반도체장치(362)를 조합시킨 반도체장치에 의해서도, 제1실시형태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미소화함으로써 제조비용이 절감되고, L부하 스위칭에 의한 소자파괴를 방지

할 수 있으며, 제조가 용이하고, 스위칭속도가 빨라 스위칭손실이 작은 반도체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기판과,

  상기 반도체기판보다 높은 저항을 갖고서 상기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반도체 표층,

  상기 반도체 표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의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한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드레인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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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드레인층과 접속된 드레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다른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소스층,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는 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소자측 접속부,

  상기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갖고, 상기 반도체기판으로의 깊이가 상기 소자측 접속부보다도 깊으며,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지 않는 비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콘택트측 접속부,

  상기 소스층, 상기 소자측 접속부 및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를 접속하는 제1의 소스전극 및,

  상기 반도체기판의 이면에 상기 반도체기판과 접속되어 형성된 이면전극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면전극이 제2의 소스전극이고,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가 상기 반도체기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3.

  반도체기판과,

  상기 반도체기판보다 높은 저항을 갖고서 상기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반도체 표층,

  상기 반도체 표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의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한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드레인층,

  상기 드레인층과 접속된 드레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다른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소스층,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는 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소자측 접속부,

  상기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갖고, 상기 반도체기판으로의 깊이가 상기 소자측 접속부보다도 깊으며,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지 않는 비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콘택트측 접속부,

  상기 소스층, 상기 소자측 접속부 및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를 접속하는 제1의 소스전극 및,

  상기 반도체기판의 이면에 상기 반도체기판과 접속되어 형성된 이면전극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이면전극이 제2의 소스전극이고,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가 상기 반도체기판에 도달하고 있으며,

  상기 소자측 접속부 및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가 제1도전형과는 반대의 제2도전형의 확산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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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소자측 접속부 및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 중 적어도 한쪽이 금속플러그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1 또는 2 이상의 상기 소자측 접속부가 일직선모양으로 형성되고,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는, 상기 소자측 접속부의 사이에 인접하도록 또는 상기 소자측 접속부에 중복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직선의 방향에 대해 수직한 단면에서,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는 상기 소자측 접속부보다도 폭넓게 또는 깊게 확산되

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6.

  반도체기판과,

  상기 반도체기판보다 높은 저항을 갖고서 상기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반도체 표층,

  상기 반도체 표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의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한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드레인층,

  상기 드레인층과 접속된 드레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다른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소스층,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는 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소자측 접속부,

  상기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갖고, 상기 반도체기판으로의 깊이가 상기 소자측 접속부보다도 깊으며,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지 않는 비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콘택트측 접속부,

  상기 소스층, 상기 소자측 접속부 및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를 접속하는 제1의 소스전극 및,

  상기 반도체기판의 이면에 상기 반도체기판과 접속되어 형성된 이면전극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소자측 접속부가 형성되어 있는 소자측 반도체장치에는, 상기 드레인전극으로부터 상기 제1의 소스전극까지의 사

이에, 상기 드레인층, 상기 채널부 및 상기 소스층에 의해 제1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형성되고,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가 형성되어 있는 콘택트측 반도체장치에는, 상기 드레인전극으로부터 상기 제1의 소스전극까지의

사이에, 상기 드레인층, 상기 채널부,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 및 상기 소스층에 의해 제2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형성되

며,

  상기 제2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의 상기 드레인전극과 상기 제1의 소스전극간의 내압이 상기 제1의 바이폴라 트랜

지스터에서의 상기 드레인전극과 상기 제1의 소스전극간의 내압과 거의 같거나 또는 그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장치.

청구항 7.

  반도체기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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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반도체기판보다 높은 저항을 갖고서 상기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반도체 표층,

  상기 반도체 표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의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한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드레인층,

  상기 드레인층과 접속된 드레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다른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소스층,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는 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소자측 접속부,

  상기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갖고, 상기 반도체기판으로의 깊이가 상기 소자측 접속부보다도 깊으며,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지 않는 비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콘택트측 접속부,

  상기 소스층, 상기 소자측 접속부 및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를 접속하는 제1의 소스전극 및,

  상기 반도체기판의 이면에 상기 반도체기판과 접속되어 형성된 이면전극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소자측 접속부가 형성되어 있는 소자측 반도체장치에는, 상기 드레인전극으로부터 상기 제1의 소스전극까지의 사

이에, 상기 드레인층, 상기 채널부 및 상기 소스층에 의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형성되고,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가 형성되어 있는 콘택트측 반도체장치에는, 상기 드레인전극으로부터 상기 제1의 소스전극까지의

사이에, 상기 소스층이 존재하지 않고 상기 드레인층 및 상기 채널부에 의해 다이오드가 형성되며,

  상기 다이오드에서의 상기 드레인전극과 상기 제1의 소스전극간의 내압이 상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의 상기 드레인

전극과 상기 제1의 소스전극간의 내압과 거의 같거나 또는 그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드레인층은 비교적 낮은 저항을 갖는 고농도층과, 이 고농도층의 주위에 형

성되되 비교적 높은 저항을 갖는 전계완화부를 갖추어 이루어지고,

  상기 콘택트측 반도체장치에서의 상기 고농도층으로부터 상기 채널부의 방향으로의 상기 전계완화부의 폭이 상기 소자

측 반도체장치에서의 상기 고농도층으로부터 상기 채널부의 방향으로의 상기 전계완화부의 폭보다도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드레인층은 비교적 낮은 저항을 갖는 고농도층과, 이 고농도층의 주위에 형

성되되 비교적 높은 저항을 갖는 전계완화부를 갖추어 이루어지고,

  상기 콘택트측 반도체장치에서의 상기 고농도층으로부터 상기 채널부의 방향으로의 상기 전계완화부의 폭이 상기 소자

측 반도체장치에서의 상기 고농도층으로부터 상기 채널부의 방향으로의 상기 전계완화부의 폭보다도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10.

  반도체기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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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반도체기판보다 높은 저항을 갖고서 상기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반도체 표층,

  상기 반도체 표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의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한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드레인층,

  상기 드레인층과 접속된 드레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다른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소스층,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는 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소자측 접속부,

  상기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갖고, 상기 반도체기판으로의 깊이가 상기 소자측 접속부보다도 깊으며,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지 않는 비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콘택트측 접속부,

  상기 소스층, 상기 소자측 접속부 및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를 접속하는 제1의 소스전극 및,

  상기 반도체기판의 이면에 상기 반도체기판과 접속되어 형성된 이면전극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게이트전극이, 상기 소자측 반도체장치에는 형성되어 있지만, 상기 콘택트측 반도체장치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11.

  반도체기판과,

  상기 반도체기판보다 높은 저항을 갖고서 상기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반도체 표층,

  상기 반도체 표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의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한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드레인층,

  상기 드레인층과 접속된 드레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다른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소스층,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는 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소자측 접속부,

  상기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갖고, 상기 반도체기판으로의 깊이가 상기 소자측 접속부보다도 깊으며,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지 않는 비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콘택트측 접속부,

  상기 소스층, 상기 소자측 접속부 및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를 접속하는 제1의 소스전극 및,

  상기 반도체기판의 이면에 상기 반도체기판과 접속되어 형성된 이면전극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반도체기판이 제2도전형이고,

  상기 이면전극이 상기 드레인전극이며,

  상기 드레인층으로부터 상기 반도체 표층을 관통해서 상기 반도체기판까지 도달하여 상기 드레인층과 상기 반도체기판

을 접속하는 금속플러그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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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1의 소스전극이 상기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12.

  반도체기판과,

  상기 반도체기판보다 높은 저항을 갖고서 상기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반도체 표층,

  상기 반도체 표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의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한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드레인층,

  상기 드레인층과 접속된 드레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다른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소스층,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는 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소자측 접속부,

  상기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갖고, 상기 반도체기판으로의 깊이가 상기 소자측 접속부보다도 깊으며,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지 않는 비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콘택트측 접속부,

  상기 소스층, 상기 소자측 접속부 및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를 접속하는 제1의 소스전극 및,

  상기 반도체기판의 이면에 상기 반도체기판과 접속되어 형성된 이면전극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게이트전극, 상기 드레인층, 상기 소스층, 상기 소자측 접속부,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 상기 소스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을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소자유닛이 형성되고, 서로 인접하는 상기 소자유닛이 상기 소스전극 또는 상기 드레인전극

의 어느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소자유닛은, 복수의 상기 소자측 접속부 및 복수의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를

직선모양으로 교대로 인접시킨 접속열과, 상기 드레인층을 직선모양으로 배치한 드레인열을 갖추고 있고,

  서로 인접하는 상기 접속열이 거의 평행을 이루며,

  상기 드레인열은 서로 인접하는 상기 접속열의 사이에 끼어 그 접속열과 거의 평행을 이루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각 소자유닛에서,

  1 또는 2 이상의 상기 소자측 접속부가 일직선모양으로 형성되고,

  상기 드레인층이 상기 소자측 접속부의 상기 직선의 방향에 대해 평행한 방향으로 형성되며,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는 상기 직선방향에 대해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소자측 접속부에 접하도록 형성되며, 상

기 드레인층의 근방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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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반도체기판과,

  상기 반도체기판보다 높은 저항을 갖고서 상기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반도체 표층,

  상기 반도체 표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의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한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드레인층,

  상기 드레인층과 접속된 드레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다른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소스층,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는 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소자측 접속부,

  상기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갖고, 상기 반도체기판으로의 깊이가 상기 소자측 접속부보다도 깊으며,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지 않는 비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콘택트측 접속부,

  상기 소스층, 상기 소자측 접속부 및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를 접속하는 제1의 소스전극 및,

  상기 반도체기판의 이면에 상기 반도체기판과 접속되어 형성된 이면전극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소자측 접속부와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16.

  반도체기판과,

  상기 반도체기판보다 높은 저항을 갖고서 상기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반도체 표층,

  상기 반도체 표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의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한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드레인층,

  상기 드레인층과 접속된 드레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다른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소스층,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는 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소자측 접속부,

  상기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갖고, 상기 반도체기판으로의 깊이가 상기 소자측 접속부보다도 깊으며,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되 반도체소자가 형성되지 않는 비활성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콘택트측 접속부,

  상기 소스층, 상기 소자측 접속부 및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를 접속하는 제1의 소스전극 및,

  상기 반도체기판의 이면에 상기 반도체기판과 접속되어 형성된 이면전극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소자측 접속부가 형성되어 있는 소자측 반도체장치에는, 상기 드레인전극으로부터 상기 제1의 소스전극까지의 사

이에, 상기 드레인층, 상기 채널부 및 상기 소스층에 의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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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가 형성되어 있는 콘택트측 반도체장치에는, 상기 드레인전극으로부터 상기 제1의 소스전극까지의

사이에, 상기 소스층이 존재하지 않고 상기 드레인층 및 상기 콘택트측 접속부 또는 그것에 인접한 제2도전형의 반도체영

역에 의해 다이오드가 형성되며,

  상기 다이오드에서의 상기 드레인전극과 상기 제1의 소스전극간의 내압이 상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의 상기 드레인

전극과 상기 제1의 소스전극간의 내압과 거의 같거나 또는 그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17.

  반도체기판과,

  상기 반도체기판보다 높은 저항을 갖고서 상기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반도체 표층,

  상기 반도체 표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의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한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드레인층,

  상기 드레인층과 접속된 드레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다른쪽 측의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1도전형의 소스층,

  상기 소스층에 접속되고, 상기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가지며, 상기 반도체기판에 도달하도록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제2도전형의 제1반도체영역,

  상기 반도체 표층보다 낮은 저항을 갖고, 상기 반도체기판에 도달하도록 상기 반도체 표층에 선택적으로 형성되며, 상기

소스층이 인접하지 않는 제2도전형의 제2반도체영역,

  상기 소스층 및 제1반도체영역에 접속된 단락전극,

  상기 반도체기판의 이면에 상기 반도체기판과 접속되어 형성된 소스전극,

  상기 드레인전극으로부터 상기 단락전극까지의 사이에 설치되고, 상기 드레인층, 상기 소스층 및 그 드레인층과 그 소스

층의 사이에 있는 채널부에 의해 형성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및,

  상기 드레인전극으로부터 상기 제2반도체영역까지의 사이에 설치되고, 상기 드레인층 및 상기 제2반도체영역에 의해 형

성된 다이오드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다이오드에서의 상기 드레인층과 상기 제2반도체영역간의 내압이 상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의 상기 드레인전

극과 상기 소스층간의 내압과 거의 같거나 또는 그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반도체영역은 상기 소스층을 따르는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고,

  상기 제2반도체영역은 상기 방향과 거의 직교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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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2반도체영역은 상기 게이트전극과 접속하는 게이트배선의 아래쪽에 그

게이트배선을 따라 연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배선과 상기 제2반도체영역 사이에 상기 게이트절연막보다도 두꺼운

배선절연막이 더 구비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배선의 위쪽에는 상기 드레인전극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22.

  제17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소스층은 상기 반도체기판의 평면에서 돌출부를 갖는 빗살형의 형상으로 형

성되고,

  그 돌출부가 상기 단락전극과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23.

  제17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드레인층, 상기 소스층, 상기 게이트전극, 상기 드레인전극, 상기 소스전극

또는 상기 단락전극의 적어도 하나가 상기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평행한 면으로부터 보았을 때 둥그스름하게 된 각부를 갖

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24.

  제17항에 기재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반도체영역과 상기 제2반도체영역이 동일 공정에서 동시에 형성되어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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