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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렌지스터의 구조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고전압(High Voltage)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MOSFET)의 구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반도체 기판 내에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
형 웰 내에 드리포트 영역을 각각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사이의 기판 
표면에 격리막을 성장시키는 공정과: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 웰 위의 
게이트 절연막 상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와 인접된 부분의 드리프트 영역에 저농도의 
n형 및 p형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내에 매몰확산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 웰 내의 매몰 확산영역 위에 일측에 바디콘택이 형성된 소오스
/드레인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와 격리막을 포함한 기판 전면에 소오스/드레인의 표면이 노출되
도록 콘택이 형성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 상에 금속박막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금
속박막을 마스크를 이용하여 식각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 및 금속 전계 판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소자 제조를 완료하므로써, 1) 소오스/드레인 전극 형성 중에 금속 전계 판을 만들어 주고 이에 적절한 
전압만을 인가해줌으로써 전계 판 형성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제조공정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 낮은 문
턱전압을 가지도록 조절이 가능하고, 2) 전류 왜곡 경로를 없애 낮은 전도저항 및 높은 항복전압을 얻을 
수 있으며, 3)드리프트 영역과 게이트 길이의 축소로 인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소자의 면적을 획기적으
로 줄일 수 있고, 4) 기존의 소자에 비해 칩 내의 발열량을 줄일 수 있는 고신뢰성의 고전압 모스전계효
과트랜지스터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구조 및 그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 내지 제1(c)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스마트 파워 IC용 모스 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단면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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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a)는 LDMOSFET(Lateral Double-diffused MOSFET)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제1(b)도는 RESURF(REduced SURface Field)LDMOSFET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제1(c)도는 RESURF EDMOSFET(Extened Drain MOSFET)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제2(a)도 및 제2(b)도는 본 발명에 따른 RESURF EDMOSFET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 

제2(a)도는 N-채널 RESURF EDMOSFET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제2(b)도는 P-채널 RESURF EDMOSFET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제3(a)도 내지 제3(n)도는 제2도에서 제시된 RESURF EDMOSFET 제조방법을 도시한 공정수순도.

제4(a)도 및 제4(b)도는 제2도에 도시된 RESURF EDMOSFET에 금속 전계 판을 형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드레인과 소오스 사이에 인가된 최대 항복전압까지의 전압 분포를 비교 도시한 것으로,

제4(a)도는 금속 전계 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의 최대 항복전압까지의 전압 등전위선 분포를 나타낸 도
면.(항복전압이 101.5(V)이고, 드레인에 인가된 전압이 100(V)인 경우)

제4(b)도는 금속 전계 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최대 항복전압까지의 전압 등전위선 분포를 나타
낸 도면.(항복전압이 68(V)이고, 드레인에 인가된 전압이 70(V)인 경우)

제5(a)도 및 제5(b)도는 제2도에 도시된 RESURF EDMOSFET에 금속 전계 판을 형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전류 전도 경로를 비교 도시한 것으로,

제5(a)도는 금속 전계 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금속 전계 판에 게이트와 같은 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전
류 전도 경로를 도시한 도면.

제5(b)도는 금속 전계 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전류 전도 경로를 도시한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n-채널 양방향(Bi0directional) ESURF EDMOSFET의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제7(a)도 내지 제7(e)도는 제6도에 도시된 n-채널 양방향 RESURF EDMOSFET의 제조공정을 도시한 공정수순
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다결정실리콘 게이트         2 : 소오스 전극

3 : 드레인 전극                      4 : 필드 산화막

4(a) : 금속 필드 플레이트       5,14 : 바디 콘택

6,15 : 소오스                          7 : 매몰 p+영역

8,17 : 채널 영역                 

9 : 필드 산화막 하부의 표면 드리프트 영역

9(a),18(a) : 금속 필드 플레이트 하부의 표면 드리프트 영역

10,19 : 드레인                         11,11a,11b,20 : 고전압 드리프트 영역

16 : 매몰 n+영역                      12,21 : 액티브 영역(p-웰 또는 n-웰)

13 : 기판                                  22 : 게이트 산화막

25,26 : 산화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력(power)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이하, EDMOSFET라 한다)의 구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
으로, 특히 스마트 파워(smart power) IC용에 적당하도록 작은 면적으로 높은 항복전압을 구현할 수 있고 
전도저항(specific-on-resistance)도  낮출 수 있는 금속 전계 판(metal  field  plate)을  구비한 고전압
(high voltage)MOSFET의 구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력 MOSFET는 다른 전력 소자에 비해 우수한 스위칭 속도(switching speed)를 가지고 있으며, 300(V)이
하의  비교적  내압이  낮은  소자에서는  온(on)저항이  낮다는  특성을  가져,  고전압  수평형(lateral)전력 
MOSFET는 VLSI용 전력소자로 각광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전압 전력 소자들로는 DMOSFET(Double-diffused MOSFET), 절연 게이트 바이
폴라 트랜지스터(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 IGBT),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등이 있으나 저전압용 
CMOS VLSI와 호환성이 있는 고전압(10V에서 500V 사이)용 소자로는 수평형 DMOSFET(이하, LDMOSFET라 한
다)가 가장 유력한 소자로 개발이 되고 있다.

제1(a)도에는 스마트 파워 IC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LDMOSFET(La teral Double-diffused MOSFE
T)의 단면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LDMOSFET의 제조공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리콘  기판(13)위에  고전압을  막아줄  영역인  드리프트(drift)영역(11)을  에피텍셜층(epitaxial 
layer)성장법이나 확산을 이용한 웰 형성공정으로 만들고, 로커스(local oxidation of silicon)공정을 이
용하여 채널(8)과 드레인 (10)사이의 기판 표면에 필드 산화막(field oxide)(4)을 형성한다.

이후, 상기 필드 산화막(4)을 포함한 기판 전면에 게이트 절연막으로서 산화막을 성장시키고, 상기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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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상에 다결정실리콘 박막을 증착한 후 포클(POCl3)확산을 실시하여 n+ 다결정실리콘 박막을 형성한다.

다음, 감광막 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n+ 다결정실리콘 박막을 선택식각하여 다결정 실리콘 게이트(1)를 
형성하고, 소오스쪽 다결정 실리콘 게이트에 자기정합(self align)하여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후 드라
이브-인(drive-in)을 수행한다. 그 결과, D웰(Double-diffused well)(혹은 p웰)(7)이 형성된다.

이어서, 상기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의 좌/우측 소정 부분에 n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소오스(6)와 드
레인(10)을 형성하고, 상기 소오스(6)상에 감광막 마스크를 형성한 뒤, p형 불순물 이온주입을 실시하여 
상기 소오스(6)와 인접되는 위치에 바디 콘택(body contact)(5)인 p+ 영역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상기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를 포함한 기판 상에 절연막인 산화막을 증착하고, 상기 산화막을 
900℃  내지  1000℃의  온도로  열처리(reflow)하여  그  표면을  평탄화함과  동시에  이온주입한 불순물들
(dopants)을 활성화시킨다.

그후, 상기 소오스(6)의 소정 부분과 바디 콘택(5) 및 드레인의 소정부분이 드러나도록 콘택 형성용 마스
크로 산화막을 식각처리하여 콘택 홀(contack hole)을 형성하고, 상기 콘택 홀을 포함한 산화막 전면에 
금속박막을 증착한 뒤, 이를 선택식각하여 금속도선 예컨대, 소오스 전극(2)과 드레인 전극(3)을 형성한
다.

그 다음, 상기 소오스 전극(2)과 드레인 전극(3)을 포함한 산화막 전면에 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층
(passivation layer)으로서 절연막, 예컨대 산화막을 증착하고, 패드를 오픈(open)하므로써 소자 제조를 
완료한다.

따라서 n-채널 고전압 LDMOSFET 경우, 게이트(1)에 문턱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하면 채널영역(8)에 역
전층(inversion layer)이 생기게 되며, 이때 드레인 전극(3) 단자에 소오스 전극(2) 단자의 전압보다 높
은 전압을 걸어주면 소오스(6)로부터 전자가 채널(8)에 공급되어 필드산화막(4) 하부의 표면 드리프트 영
역(9)을 지나 드레인(10)까지 도달하게 되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상기 소자는 칩 내에서 HSD(High Side Driver), LSD(Low Side Driver), H-브리지(bridge) 회로에 다양하
게 쓰일 수 있고 제조하기도 용이하지만 LDMOSFET 자체의 구조인 채널영역(8)의 도핑(doping)농도가 불균
일하여 서브쓰레스홀드 슬로우프(subthreshold slope)가 크기 때문에 문턱전압이 높아 진다는 것과 항복
(breakdown)현상이 채널에 가까운 드리프트 영역의 실리콘 기판 표면에서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제1(b)도에는 제1(a)도의 LDMOSFET의 성능을 개선시킨 RESURF  LDMOSFET(REduced  SURface  Field LDMOSFE
T)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소자는 제1(a)도의 LDMOSFET가 드리프트 영역(11)을 소오스와 드레인 및 필드 산화막(4)이 형성될 
부분이 모두 포함되도록 에피 성장법이나 웰 형성 공정으로 기판에 만든 것에 비해, RESURF 원리를 이용
하기 위하여 제1(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D웰(7)과 인접되도록, 필드 산화막(4)과 드레인(10)이 형
성될 부분에 이온주입 및 드라이브-인이나, 에피층 형성을 실시하여 최소 면적을 갖도록 드리프트 영역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소자를 형성한 것은 제1(a)도에 도시된 LDMOSFET의 단점인 실리콘 기판 표면에서의 항복현상과 
전도저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드리프트 영역을 웰 형태나 에피층으로 형성하므로써 최소 면적으로 
높은 항복전압과 낮은 전도저항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소자는 p형 기판(12)이 소오스(6)와 바디 콘택(5)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SD로만 쓰일 수 있
고, DMOS(Double-diffused MOS) 구조를 가져 채널의 불균일한 도핑 농도 때문에 높은 문턱전압을 가져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제1(c)도에는 이러한 LDMOSFET의 문턱전압 특성을 개선하고 RESURF LDMOSFET의 단점인 응용범위의 제한을 
없애기 위한 구조로서 RESURF EDMOSFET(Extened Drain MOSFET)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상기 소자는 제1(a)도 및 제1(b)도와 같이 채널영역을 만들어 주기 위한 D웰(혹은 p웰)이 없다. 따라서 
채널영역(8)에서 도핑농도가 균일하여 문턱전압을 낮출 수 있으며, 원하는 문턱전압을 얻기 위하여 저전
압 MOSFET에서와 마찬가지로 채널영역(8)에 문턱전압 조정(threshold voltage adjustment) 이온주입을 실
시하여 원하는 문턱전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n-채널 고전압 RESURF EDMOSFET의 경우, 드레인 전
극(3)단장에 걸린 고전압은 드리프트 영역(11)에 거의 대부분이 걸리게 되고, 약간의 전압이 채널영역에
(8)에 인가되게 된다. 이때,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에 문턱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하면 채널영역(8)
에 역전층이 형성되고, 소오스 전극(2) 단자에 드레인 전극(3)단자의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인가되면 전
자는 소오스(6)에서 채널영역(8)을 통과하여 드리프트 영역(11)을 지나 드레인(10)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나,  상기 소자 역시 O.  K.  Kwon  et.  al.,  Optimized  60  V  Lateral  DMOS  Device  for  VLSI  Power 
Applications, 1991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Oiso, Japan, pp. 115-116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채
널영역(8)을 통과한 전자가 표면 드리프트 영역(9)을 거치면서 필드 산화막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 
전도 경로가 왜곡되어 높은 전도저항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금속전극 형성 공정 중에 전계 판
(metal field plate)을 만들어 줌으로써, 최소 면적에서 높은 항복전압과 낮은 전도저항을 구현할 수 있
도록한 고전압 MOSFET의 구조와 그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전압 MOSFET의 제 1 구조는 반도체 기판과: 상기 기
판 내에 형성된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과: 상기 제1 도전형 웰과 제2 도전형 웰 사이의 기판에 
형성된 격리막과: 상기 제1 도전형 웰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 표면 및 제2 도전형 웰이 형성되어 있는 기
판 표면에 각각 형성된 게이트와; 상기 게이트의 일측 에지 하부에 연결되도록,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내에 각각 형성된 드리프트 영역과: 상기 드리프트 영역 내에 각각 형성된 드레인과; 상기 
게이트의 다른측 에지 하부에 연결되도록,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내에 각각 형성된 매몰 
확산영역을 갖는 소오스와: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내에 각각 형성되며, 매몰 확산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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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상기 소오스의 일측에 형성된 바디콘택과: 상기 게이트와 격리막을 포함한 기판 상에 형성되며, 소
오스 및 드레인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 홀이 형성되어 있는 제1 절연막과: 상기 콘택 홀을 포함한 제1 
절연막의 소정 부분에 각각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상기 드리프트 영역과 게이트 위의 제1 절연막 
상에 각각 위치하며,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이격되도록 그 사이에 형성된 전계 판 및: 상기 소오스/
드레인 전극 및 전계 판을 포함한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된 제2절연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전압 MOSFET의 제2 구조는 반도체 기판과: 상기 기
판 내에 형성된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과: 상기 제1 도전형 웰과 제2 도전형 웰 사이의 기판에 
형성된 격리막과: 상기 제1 도전형 웰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 표면 및 제2 도전형 웰이 형성되어 있는 기
판 표면에 각각 형성된 게이트와: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된 형태로, 상기 게이트의 양측 에지 하부에 각각 
연결되도록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과;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된 
형태로, 상기 게이트의 양측 에지 하부에 각각 연결되도록 상기 제2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각각의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 
내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과: 상기 제1 도전형 웰과 제2 도전형 웰 내에 각각 형성되며, 제1 및 제2 드
리프트 영역과 격리막을 사이에 두고 그 일측에 각각 형성된 바디콘택과; 상기 게이트와 격리막을 포함한 
기판 상에 형성되며, 소오스/드레인 및 바디콘택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 홀이 형성되어 있는 제1 절연막
과: 상기 콘택 홀을 포함한 제1 절연막의 소정 부분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상기 드리프트 영역
과 게이트 위의 제1 절연막 상에 각각 위치하며,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이격되도록 그 사이에 형성
된 제1 및 제2 전계 판 및: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제1 및 제2 전계 판을 포함한 제1 절연막 상에 형
성된 제2 절연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전압 MOSFET의 제3 구조는 반도체 기판과: 상기 기
판 내에 형성된 제1 도전형 웰과: 상기 제1 도전형 웰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 표면에 형성된 게이트와: 상
기 게이트의 일측 에지 하부에 연결되도록,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드리프트 영역과: 상기 드리
프트 영역 내에 형성된 드레인과: 상기 게이트의 다른측 에지 하부에 연결되도록,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
에 형성된 매몰 확산영역을 갖는 소오스와: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되며, 매몰 확산영역을 갖능 상
기 소오스의 일측에 형성된 바디콘택과: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기판 상에 형성되며, 소오스 및 드레인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 홀이 형성되어 있는 제1 절연막과: 상기 콘택 홀을 포함한 제1 절연막의 소정 부
분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상기 드리프트 영역과 게이트 위의 제1 절연막 상에 위치하며,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이격되도록 그 사이에 형성된 전계 판 및: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 및 전계 판을 
포함한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된 제2 절연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전압 MOSFET의 제4 구조는 반도체 기판과: 사이 기
판 내에 형성된 제1 도전형 웰과; 상기 제1 도전형 웰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 표면에 형성된 게이트와: 서
로 소정 간격 이격된 형태로, 상기 게이트의 양측 에지 하부에 각각 연결되도록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의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 내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되며,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과 격리막을 사이에 두고 
그 일측에 각각 형성된 바디콘택과: 상기 게이트와 격리막을 포함한 기판 상에 형성되며, 소오스/드레인 
및 바디콘택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 홀이 형성되어 있는 제1 절연막과: 상기 콘택 홀을 포함한 제1 절연
막의 소정 부분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상기 드리프트 영역과 게이트 위의 제1 절연막 상에 위
치하며,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이격되도록 그 사이에 형성된 제1 및 제2 전계판 및: 상기 소오스/드
레인 전극과 제1 및 제2 전계 판을 포함한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된 제2 절연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
로 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전압 MOSFET 제1 제조방법은 반도체 기판 내
에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내에 드리
프트 영역을 각각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사이의 기판 표면에 격리막을 
성장시키는 공정과: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 웰 위의 게이트 절연막상
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와 인접된 부분의 드리프트 영역에 저농도의 n형 및 p형 불순
물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도전형 웰 내에 매몰 확산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 웰 내의 매몰 확산영역 위에 일측에 바디콘택이 형성된 소오스/드레인을 형성하
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와 격리막을 포함한 기판 전면에 소오스/드레인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이 형성
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 상에 금속박막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금속박막을 마스크
를 이용하여 식각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 및 금속 전계판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전압 MOSFET 제2 제조방법은 반도체 기판 내에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
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 도전형 웰 내에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사이의 기판 표면에 격리막을 성장시키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의 양단과, 상기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 양단에 산화막을 성장시키는 공정과: 게이
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 사이의 게이트 절연막 위와, 상기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 사이의 게이트 절연막 위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와 인접된 
부분의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과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에 저농도의 n형 및 p형 불순물 영
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과, 상기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 내에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함과 동시에 산화막 양측에 바디콘택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와 격리
막을 포함한 기판 전면에 소오스/드레인 영역 및 바디콘택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이 형성된 절연막을 형
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 상에 금속박막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금속박막을 마스크을 이용하여 식
각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제1 및 제2 금속 전계 판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전압 MOSFET 제3 제조방법은 반도체 기판 내에 제1 
도전형 웰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드리프트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드리프
트 영역이 형성된 기판 상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고, 그 위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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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접된 부분의 드리프트 영역에 저농도의 n형 또는 p형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
전형 웰 내에 매몰 확산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의 매몰 확산영역 위에 일측에 바
디콘택이 형성된 소오스/드레인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기판 전면에 소오스/드레인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이 형성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 상에 금속박막을 형성하는 공
정 및: 상기 금속박막을 마스크를 이용하여 식각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 및 금속 전계 판을 형성하는 공
정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전압 MOSFET 제4 제조방법은 반도체 기판 내에 제1 
도전형 웰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의  양단에  산화막을  성장시키는  공정과: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 사이의 게이트 절연막 위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
이트와 인접된 부분의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에 저농도의 n형 또는 p형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과: 상기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 내에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함과 동시에 산화막 양측에 바디콘택
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기판 전면에 소오스/드레인 영역 및 바디콘택 표면이 노출되
도록 콘택이 형성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 상에 금속박막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금
속박막을 마스크를 이용하여 식각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제1 및 제2 금속 전계 판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도록 소자를 제조한 결과, 기존 RESURF EDMOSFET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필드 산
화막에 의해 전류 전도 경로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상적인 전력 MOSFET의 경우, 최소한의 면적에서 최대 항복전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RESURF 효
과(기판 표면 전계가 감소되는 현상)가 일어나야 하고 또한 전도저항의 경우 완전한 RESURF 효과가 일어
났을 때 전류 전도 경로에 왜곡이 없어야 전도저항이 이상치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실제 소자의 제조시에는 항복전압과 전도저항을 서로 절충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복전압이 최대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낮은 전도저항을 구현하는 소자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LDMOSFET, RESURF LDMOSFET,  RESURF EDMOSFET의 장점을 취
합하여 최소 면적에서 높은 항복전압을 가지며, 전류 왜곡 경로를 없애 낮은 전도저항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RESURF EDMOSFET를 제안하였다.

이 새로운 구조의 RESURF EDMOSFET는 금속으로 전계 판을 형성하므로써 추가적인 제조공정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낮은  문턱전압을  가지도록  조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응용  회로에  쓰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제2(a)도 및 제2(b)도에서는 상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RESURF EDMOSFET의 n-채널과 p-채널의 구조가 각각 
도시되어 있다.

상기 구조의 n-채널 및 p-채널을 반도체 기판 상에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3(a)도 내지 제3(h)도에 도
시된 공정수순도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3(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13)인 n형 또는 p형의 실리콘 기판 상에 n-웰(21)이 형
성될 부분의 기판 표면이 노출되도록 질화막 하드(nitride hard) 마스크를 형성하고, 상기 마스크를 이용
하여 n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다. 이어 n-웰이 형성될 부분의 기판 표면에 산화막을 성장시킨 뒤 상기 질
화막 하드 마스크를 제거하여 p-웰(12)이 형성될 부분의 기판 표면을 노출시키고, 상기 산화막을 마스크
로  기판의  노출  부분에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후  상태에서  확산(drive-in)을  실시하여  액티브 웰
(12),(21)인 n-웰(21) 및 p-웰(12)을 형성한다. 그후 상기 산화막을 제거한다.

이때 n-웰(21)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산화막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상기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실리콘 기
판의 표면이 균일하지 않고 산화막을 성장시킨 영역의 실리콘 기판 일부가 식각(etching)되어 계단(ste
p)이 생기게 된다.

그후, 제3(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p-웰(12)의 표면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마스크를 형성한 뒤 
이 노출 부분으로 n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고 상기 마스크를 제거한다. 이어 상기 n-웰(21)의 표면이 소
정 부분 노출되도록 마스크를 제거한다. 이 상태에서 적정 온도와 시간으로 확산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고
전압이 걸리는 드리프트 영역(11),(20)을 형성한다. 따라서, 상기 p-웰(12)에는 n형 드리프트 영역(11)이 
형성되고, 상기 n-웰(21)에는 p형 드리프트 영역(20)이 형성된다.

이어서, 제3(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자간의 격리를 위하여 얇은 열산화막(c)을 약 400Å의 두께로 형
성하고, 그 위에 질화막을 증착시킨 뒤, 상기 p-웰(12)과 n-웰(21)이 인접된 부분의 질화막을 마스크를 
사용하여 식각하고, 이를 마스크로 n-채널 필드 스톱(n-channel field stop) 이온주입을 실시한다.

다음, 로커스(LOCOS)법으로 산화막(a)을 성장시키고 상기 질화막을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n-채널 필드 
스톱 이온주입 영역도 함께 활성화(activation)되어 상기 산화막(a) 하부에 p+ 영역이 형성되게 되므로 
전기적으로 n-채널 소자와 p-채널 소자를 격리시킬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제3(d)도 및 제3(e)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감광막(b)을 마스크로 문턱전압(Vt)을 조정하기 위한 
이온주입을 각각 실시하고, 상기 p+영역에 형성된 소자 격리용 산화막 좌,우의 감광막(b) 및 얇은 산화막
(c)을 제거한다. 제3(d)도에는 n-채널 소자의 문턱전압 조정 이온주입을 실시하는 공정이 도시되어 있으
며, 제3(e)도에는 p-채널 소자의 문턱전압 조정 이온주입을 실시하는 공정이 도시되어 있다.

계속해서, 소자 격리용 산화막 좌,우의 기판 표면에 게이트 산화막(22)을 열 산화 공정으로 성장시킨다.

게이트 산화막(22)을 성장시키게 되면 p형 드리프트(20) 영역을 이루는 보론(boron)은 상기 산화막(22) 
내로 침투(segregation)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표면에서의 도핑농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n-웰(21)을 
형성하고 있는 포스포러스(phosphorus)가 이 도핑농도가 낮은 영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p형 드리프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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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20)은 모양이 왜곡이 되게 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n형 드리프트 영역(11)은 p-웰(12)을 이루는 보론이 
상기 산화막(22)내로 침투되기 때문에 표면에서 p-웰(12)의 도핑농도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n형 드리
프트 영역(11)에 있는 포스포러스가 이 영역으로 확산이 되어 파일-업(pile-up)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 상태에서 상기 게이트 산화막(22)상에 다결정실리콘을 증착한 후 POCL3 도핑을 실시하여 N+ 다결정실리

콘을 형성하고, 이를 마스크를 이용하여 식각하여 N+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를 형성한다.

이어 제3(f)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n+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를 포함한 산화막(22)상에, 게이트
(1)와 인접된 쪽의 n형 드리프트 영역(11) 위에 형성된 산화막(22)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마스크 층(도
면  상에서  빗금친  부분)을  형성하고,  이  노출  부분으로  저농도  n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n형 
LD(Lightly Doped) 드리프트 영역(23)을 게이트 에지에 자기정합(self-align)하여 형성한 뒤 상기 마스크 
층을 제거한다.

그후, 제3(g)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n+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를 포함한 산화막(22)상에, 게이트
(1)와 인접된 쪽의 p형 드리프트 영역(21)위에 형성된 산화막(22)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마스크 층(도
면 상에서 빗금친 부분)을 형성하고, 이 노출 부분으로 저농도의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p형 LD 드리
프트 영역(24)을 게이트 에지에 자기정합하여 형성한 뒤 상기 마스크 층을 제거한다.

그 다음, 제3(h)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산 공정을 실시하여 게이트(1)에 인접한 쪽의 n형 드리프트 영
역(11) 및 p형 드리프트 영역(20)을 추가적으로 형성한다.

이와 같이 드리프트 영역을 이중으로 형성하는 것은 공정 진행 중 미스얼라인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소자의 불량요인 예컨대, 상기 게이트(1)와 각각의 드리프트 영역(11),(20) 간의 단절(short) 등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와 같이 공정을 진행하였을 경우는 기존 소자에 비해 게이트(1) 길이
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소자들이 공정 오차로 인한 소자의 불량요인까지도 감안하여 게이트 길이를 형성한 것에 반
해, 본 발명에서는 이중의 확산공정을 통하여 수평방향으로 그 길이가 다소 연장된 형태의 드리프트 영역
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공정 오차로 인해 증가시킨 만큼의 게이트 길이를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일 예로서, 본 발명에서 제안된 RESURF EDMOSFET의 경우는 100(V)소자를 기준으로 할 때 게이트 길이를 
최저 1.2㎛에서 최고 1.5㎛의 범위 내에서 형성 가능하며, 그 결과 소자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 시스템
에서 차지하는 소자의 면적을 그 만큼 줄일 수 있게 된다.

계속해서, 제3(i)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의한 래치-업(latch-up) 현상을 억
제하기 위하여, 먼저 p-채널 소자의 n+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에 자기정합하여 높은 에너지로 고농도의 
n형 불순물을 마스크를 이용하여 이온주입하고, 이후 n-채널 소자의 n+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에 자기정
합하여 높은 에너지로 고농도의 p형 불순물을 마스크를 이용하여 이온주입한 다음, 이를 활성화시켜 n-웰
(21) 내에는 매몰(buried) n+영역(16)을 형성하고 p-웰(12) 내에는 매몰 p+영역(7)을 형성한다.

이어서, 제3(j)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n+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를 포함한 기판(13) 전면에 마스크 층
(도면 상에서 빗금친 부분)을 형성하고, 이를 상기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몰 n+영역(16) 위의 산화
막 표면과 매몰 p+영역(7) 위의 산화막 표면 및 n형 드리프트 영역(11)의 표면 일부가 노출되도록 식각처
리한 다음, 그 노출된 부분으로 n+ 소오스/드레인 이온주입을 실시하고, 상기 마스크 층을 제거한다.

그 다음, 제3(k)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n+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를 포함한 기판 전면에 다시 마스크 층
(도면 상에서 빗금츤 부분)을 형성하고, 이를 상기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몰 n+영역(16) 위의 산화
막 표면과 상기 매몰 p+영역(7) 위의 산화막 표면 및 p형 드리프트 영역(20)의 표면 일부가 노출되도록 
식각처리한 다음, 그 노출된 부분으로 p+ 소오스/드레인 이온주입을 실시하고, 상기 마스크 층을 제거한
다.

이후, 제3(l)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이온주입 영역을 활성화시킨다. 그 결과, 매몰 p+영역(7) 상에
는 일측에 인접되도록 p+ 바디 콘택(5)이 형성된 n+형 소오스(6)가 형성되고 n형 드리프트 영역(11)에는 
n+형 드레인(10)이 형성되며, 반면 매몰 n+영역(16) 상에는 일측에 인접되도록 n+ 바디 콘택(14)이 형성
된 p+형 소오스(15)가 형성되고 p형 드리프트 영역(21)에는 p+형 드레인(19)이 형성된다. 즉, 상기 p-웰
(12) 내에는 n-채녈이 형성되고 상기 n-웰(20) 내에는 p-채널이 형성된 것이다.

다음으로, 제3(M)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기판 전면에 절연막으로서 실리콘 산화막
(25)을 증착 한 후, 이를 마스크를 사용하여 소오스와 드레인의 소정 부분이 노출되도록 식각하여 콘택을 
형성한다. 이어, 상기 콘택을 포함한 실리콘 산화막(25) 전면에 전극 형성용 금속막을 증착하고, 이를 선
택식각하여 소오스 전극(2)과 드레인 전극(3) 및 금속 전계 판(4a)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제3(n)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소오스 전극(2)과 드레인 전극(3) 및 금속 전계 판(4a)을 
포함한 실리콘 산화막(25) 전면에 보호막(passivation film)인 산화막(26)을 증착하고, 패드(pad) 부분의 
산화막을 식각하므로써 본 공정을 완료한다.

이때, 상기 고전압 EDMOSFET의 응용 항복전압 범위는 20V 내지 600V이며, 이는 웰 도핑 프로파일(proil
e)과, 드리프트 도핑 프로파일, 드리프트 영역 길이 및, 게이트 길이를 최적 조건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가
능하다.

한편, 상기 공정은 기 언급된 바와 같은 트윈 웰(twin well) 방식이 아닌 싱글 웰(single well) 방식으로
도 제조 가능한데, 그 제조 공정은 제3도에서는 제시된 공정에서 선택적으로 웰을 하나만 형성한 것을 제
외하고는 공정 진행이 동일하므로 여기서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이러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RESURF EDMOSFET의 동작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때, 
n-채널 RESURF EDMOSFET와 p-채널 RESURF EDMOSFET는 동일한 원리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므로 여기서는 
n-채널 RESURF EDMOSFET의 동작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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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채널 RESURF EDMOSFET의 동작은, n+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에 문턱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하고 드
레인 전극(3) 단자의 전압을 소오스 전극(2) 단자의 전압에 비하여 높은 전압을 인가하여 주면 소오스
(6)에서 전자가 채녈영역(8)을 거쳐, 전류의 전도 경로가 왜곡됨이 없이 드리프트 영역의 (9a) 부분을 통
하여 드레인(10)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상기 소자는 금속 전계 판(4a)이 드레인 (10)에 가까운 
쪽의 게이트 끝 부분에서 항복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항복전압을 높일 수 있게 되며, 또한 금속 전계 
판(4a)에 적절한 전압을 인가해 주면 드리프트 영역의 전류 전도 경로를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전도저항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일 예로서, 이 구조를 이용하여 100 (V)급 n-채널 EDMOSFET를 최적 설계한 경우의 항복전압은 101.5 (V)
이고, 전도저항은 1.14mΩ㎠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수평형 전력소자로는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
음이 실험 결과 입증되었다.

이때, 상기 RESURF EDMOSFET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방법으로 구동 가능
하다. 그 하나는 금속 전계 판(4a)에 게이트(1) 전압을 인가하여 항복전압의 상승과 동시에 전도저항의 
특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게이트(1)와 다른 별도의 일정 전압을 금속 전계 판(4a)에 인
가해줌으로써 전도저항을 낮추게 하는 방법이다.

제4(a)도 및 제4(b)도에는 제2도에 도시된 RESURF EDMOSFET에 금속 전계 판을 형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소자의 드레인과 소오스 사이에 최대 항복전압이 인가되었을 때의 전압 분포가 비
교 도시되어 있다.

제4(a)도는 금속 전계 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항복전압이 101.5(V)이고 드레인에 인가된 전압이 
100(V)일 때의 최대 항복전압까지의 전압 등전위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상기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압의 등전위선이 드레인쪽의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의 끝
에서 최대 전계 벡터가 게이트 산화막내로 방향이 유도되었기 때문에 등전위선은 계속 드레인 영역(10) 
쪽으로 확장되어 전체적인 항복전압은 높아지게 된다.

반면, 제4(b)도는 금속 전계 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항복전압이 68(V)이고 드레인에 인가된 
전압이 70(V)일 때의 최대 항복전압까지의 전압 등전위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는 상기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속 전계 판이 없기 때문에 등저위선은 드레인 쪽의 다결정실
리콘 게이트(1)의 끝에서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등전위선이 드레인 영역(10) 쪽으로 확장되
기 전에 드레인 쪽의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 끝에서 항복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즉, 상기 결과로 부터 금속 전계 판을 사용함으로써 항복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제5(a)도 제5(b)도는 제2도에 도시된 RESURF EDMOSFET에 금속 전계 판을 형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각각
의 경우에 있어서, 전류 전도 경로를 비교 도시한 것이다.

제5(a)도는 금속 전계 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금속 전계 판에 적절한 전압을 가함에 따라 전류 전
도 경로가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는 금속 전계 판(4a)을 게이트(1)와 
묶어 같은 전압을 인가하여 드리프트 영역 내의 전류 전도 경로가 생기는 모양을 선형 영역에서 보인 것
이다.

반면, 제5(b)도는 금속 전계 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전류 전도 경로를 선형 영역에서 보인 것이
다.

제5(a)도와 제5(b)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5(a)도에서 처럼 금속 전계 판(4a)에 적절한 전압을 
인가해 주게 되면, 금속 전계 판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제2도의 (9a) 위치에서 전류 전도 경로
가 좁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 금속 전계 판 밑의 드리프트 영역에 전류를 구성하는 캐리어(carrier)가 드
리프트 영역의 표면에 집중이 되어 흐르기 때문에 전류의 전도 경로가 짧아져 전도저항을 줄일 수 있게 
된다. n-채널 소자의 경우에는 금속 전계 판에 소오스에 대하여 양전압이, p-채널 소자의 경우에는 금속 
전계 판에 소오스에 대하여 음전압이 높게 걸릴수록 제2도의 9(a) 위치에서 n-채널 소자는 전자가, p-채
널 소자의 경우에는 정공이 축적(accumulation)되기 때문에 전도저항을 결정하는 선형영역에서의 전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때, 상기 RESURF EDMOSFET는 단일방향(uni-directional)으로만의 구동(예컨대, 드레인에서 소오스쪽으
로의 구동)이 아닌 양방향(Bi-directional)으로의 구동도 가능한데, 이와 같이 양방향으로 구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기판 내의 소오스단에도 드리프트 영역을 형성시켜 주면 된다. 제6도에는 이러한 n-채널 양
방향(Bi-directional) RESURF EDMOSFET의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p-채널 양방향 
RESURF EDMOSFET의 구조는 기 언급된 바와 같이 n-채널 소자와 도핑되는 불순물만이 다를 뿐 기본구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단면도는 생략한다.

상기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양방향 RESURF EDMOSFET는 기본적으로 단일방향 RESURF EDMOSFET와 구조가 
거의 같다. 단, 드레인에만 있던 드리프트 영역(11)이 소오스단에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드레인과 소오스
의 구분없이 어디에도 고전압을 인가하면 그 단자가 드레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 단자가 소오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때, 바디콘택(5) 단자는 소오스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드리프트 영역
(11)의 양단에 따로 상기 웰(12)과 같은 물질로서 이온주입하여 형성해 준다. 상기 도면에서 p+영역이 거
기에 해당한다.

제7(a)도 내지 제7(e)도에 도시된 공정수순도를 참조하여 n-채널 RESURF EDMOSFET의 제조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채널 RESURF EDMOSFET의 제조방법은 n-채널 RESURF EDMOSFET의 제조공정과 유사
한 방법으로 공정이 진행되므로 여기서는 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먼저, 제7(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p형 기판(13) 내에 고전압 n-채널 소자가 들어갈 액티브 영역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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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p형 불순물 이온주입 및 확산 공정을 통하여 p-웰(12)을 형성하고, 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p-웰(12)  내에  다시  n형  불순물  이온주입  및  확산공정을  실시하여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
(11a),(11b)을 형성한다.

그후, 제7(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11a),(11b)의 양단에 로커스 공정을 
적용하여 두꺼운 산화막을 성장시킨다.

이어 제7(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산화막 사이의 기판 상에 게이트 산화막(22)을 열산화 공정을 사
용하여 성장시키고, 그 위에 다결정실리콘을 증착한 뒤 POCl3 도핑으로 n+ 다결정실리콘층을 형성한 다음, 

마스크를 사용하여 이를 선택 식각하여 제1 및 제2드리프트 영역(11a),(11b)  사이의 기판 상에 게이트
(1)를 형성한다.

이때, 앞선 공정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게이트 산화막(22)을 성장시키게 되면 n형 드리프트 영역(11)은 
p-웰(12)을 이루는 보론이 상기 산화막(22)내로 침투되기 때문에 표면에서 p-웰(12)의 도핑농도가 낮아지
게 되어, n형 드리프트 영역(11)에 있는 포스포러스가 이 영역으로 확산되어 파일-업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드리프트 영역이 도면에 제시된 바와 같은 현상을 가지게 된다.

동일한 원리에 의해 p-채널 소자의 경우에는 p형 드리프트(20) 영역을 이루는 보론(boron)이 산화막(22) 
내로 침투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표면에서의 도핑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n-웰을 형성하고 있
는 포스포러스(phosphorus)가 이 도핑농도가 낮은 영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p-형 드리프트 영역은 제
3(f)도에 도시된 형태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 제7(d)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n+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를 포함한 산화막 (22) 상에, 게
이트(1)와 인접된 쪽의 드리프트 영역(11) 위에 형성된 산화막(22)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마스크 층을 
형서하고, 이 노출 부분으로 저농도 n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n형 LD(Lightly  Doped)  이온주입 영역
(23)을 자기정합(self-align) 방식으로 형성한 뒤 상기 마스크 층을 제거하고, 확산 공정을 실시하여 게
이트(1)에 인접한 쪽의 n형 드리프트 영역을 추가적으로 형성한다.

그후, 제7(e)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 내에 고농도의 n형 불순물을 이
온주입 및 확산시켜 소오스/드레인 (6),(10)을 형성하고, 상기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11a),(11
b)의 양단에 형성된 산화막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고농도의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 및 확산하여 p+ 바
디콘택(5)을 형성한 뒤, 상기 n+ 다결정실리콘 게이트(1) 하부를 제외한 부분의 게이트 산화막(22)을 제
거한다.

이어, 상기 게이트(1)를 포함한 기판 전면에 절연막으로서 실리콘 산화막(25)을 증착한 후, 이를 마스크
를 사용하여 소오스/드레인(6),(10) 및 p+ 바디콘택(5)의 소정 부분이 노출되도록 식각하여 콘택을 형성
한다.

계속해서, 상기 콘택을 포함한 실리콘 산화막(25) 전면에 전극 형성용 금속박막을 증착하고, 이를 선택식
각하여 소오스 전극(2)과 드레인 전극(3) 및 제1 및 제2 금속 전계 판(4a)을 형성한 다음, 상기 소오스 
전극(2)과 드레인 전극(3) 및 제1 및 제2 금속 전계 판(4a)을 포함한 실리콘 산화막(25) 전면에 보호막
(passivation film)인 산화막(26)을 증착하므로써 본 공정을 완료한다.

여기서, 상기 공정은 기 언급된 바와 같은 트윈 웰(twin) 방식이 아닌 싱글 웰(single wedll) 방식으로도 
제조 가능한데, 그 제조 공정은 제7도에서 제시된 공정에서 선택적으로 웰을 하나만 형성한 것을 제외하
고는 공정 진행이 동일하므로 여기서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상숙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1) 금속도선(예컨대, 소오스/드레인 전극) 형성 중에 금속 전계 판
을 만들어 주고 이에 적절한 전압만을 인가해줌으로써 전계 판 형성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제조공정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 낮은 문턱전압을 가지도록 조절이 가능하고, 2) 전류 왜곡 경로를 없애 낮은 전도저
항 및 높은 항복전압을 얻을 수 있으며, 3) 드리프트 영역과 게이트 길이의 축소로 인해 시스템에서 차지
하는 소자의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4) 기존의 소자에 비해 칩 내의 발열량을 줄일 수 있는 고
신뢰성의 고전압 MOSFET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과: 상기 기판 내에 형성된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과; 상기 제1 도전형 웰과 제2 도
전형 웰 사이의 기판에 형성된 격리막과: 상기 제1 도전형 웰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 표면 및 제2 도전형 
웰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 표면에 각각 형성된 게이트와: 상기 게이트의 일측 에지 하부에 연결되도록, 상
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내에 각각 형성된 드리프트 영역과: 상기 드리프트 영역 내에 각각 형
성된 드레인과: 상기 게이트의 다른측 에지 하부에 연결되도록,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내
에 각각 형성된 매몰 확산영역을 갖는 소오스와;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내에 각각 형성되
며, 매몰 확산영역을 갖는 상기 소오스의 일측에 형성된 바디콘택과: 상기 게이트와 격리막을 포함한 기
판 상에 형성되며, 소오스 및 드레인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 홀이 형성되어 있는 제1 절연막과: 상기 
콘택 홀을 포함한 제1 절연막의 소정 부분에 각각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상기 드리프트 영역과 
게이트 위의 제1 절연막 상에 각각 위치하며,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이격되도록 그 사이에 형성된 
전계 판 및: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 및 전계 판을 포함한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된 제2 절연막으로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구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계 판은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동일 재질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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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 웰은 n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
터의 구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형 웰은 p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
의 구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는 1.2 ㎛ 내지 1.5㎛의 길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
과트랜지스터의 구조.

청구항 6 

반도체 기판과: 상기 기판 내에 형성된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과: 상기 제1 도전형 웰과 제2 도
전형 웰 사이의 기판에 형성된 격리막과: 상기 제1 도전형 웰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 표면 및 제2 도전형 
웰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 표면에 각각 형성된 게이트와: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된 형태로, 상기 게이트의 
양측 에지 하부에 각각 연결되도록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과: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된 형태로, 상기 게이트의 양측 에지 하부에 각각 연결되도록 상기 제2 도전형 웰 내에 제
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각각의 제1 및 제2 드리프
트 영역 내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과: 상기 제1 도전형 웰과 제2 도전형 웰 내에 각각 형성되며,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과 격리막을 사이에 두고 그 일측에 각각 형성된 바디콘택과: 상기 게이트와 격리막을 
포함한 기판 상에 형성되며, 소오스/드레인 및 바디콘택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 홀이 형성되어 있는 제1 
절연막과: 상기 콘택 홀을 포함한 제1 절연막의 소정 부분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상기 드리프
트 영역과 게이트 위의 제1 절연막 상에 각각 위치하며,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이격되도록 그 사이
에 형성된 제1 및 제2 전계 판 및: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제1 및 제2 전계 판을 포함한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된 제 2 절연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구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전계 판은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동일 재질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구조.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 웰은 n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
터의 구조.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형 웰은 p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
터의 구조.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는 1.2㎛ 내지 1.5㎛의 길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
과트랜지스터의 구조.

청구항 11 

반도체 기판과: 상기 기판 내에 형성된 제1 도전형 웰과: 상기 제1 도전형 웰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 표면
에 형성된 게이트와: 상기 게이트의 일측 에지 하부에 연결되도록,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드리
프트 영역과: 상기 드리프트 영역 내에 형성된 드레인과: 상기 게이트의 다른측 에지 하부에 연결되도록,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매몰 확산영역을 갖는 소오스와: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되며, 매
몰  확산영역을  갖는  상기  소오스의  일측에  형성된  바디콘택과: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기판  상에 
형성되며, 소오스 및 드레인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홀이 형성되어 있는 제1 절연막과: 상기 콘택 홀을 
포함한 제1 절연막의 소정 부분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상기 드리프트 영역과 게이트 위의 제1 
절연막 상에 위치하며,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이격되도록 그 사이에 형성된 전계 판 및: 상기 소오
스/드레인 전극 및 전계 판을 포함한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된 제2 절연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구조.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계 판은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동일 재질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구조.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 웰은 n웰 또는 p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
과트랜지스터의 구조.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는 1.2㎛ 내지 1.5㎛의 길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
과트랜지스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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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반도체 기판과: 상기 기판 내에 형성된 제1 도전형 웰과: 상기 제1 도전형 웰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 표면
에 형성된 게이트와: 서로 소정 간격이 이격된 형태로, 상기 게이트의 양측 에지 하부에 각각 연결되도록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의 제1 및 제2 드리
프트 영역 내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되며,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
과 격리막을 사이에 두고 그 일측에 각각 형성된 바디콘택과: 상기 게이트와 격리막을 포함한 기판 상에 
형성되며, 소오스/드레인 및 바디콘택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 홀이 형성되어 있는 제1 절연막과: 상기 
콘택 홀을 포함한 제1 절연막의 소정 부분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상기 드리프트 영역과 게이트 
위의 제1 절연막 상에 위치하며,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이격되도록 그 사이에 형성된 제1 및 제2 전
계 판 및: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제1 및 제2 전계 판을 포함한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된 제2 절연막
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구조.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전계 판은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동일 재질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구조.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 웰은 n웰 또는 p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
과트랜지스터의 구조.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는 1.2㎛ 내지 1.5㎛의 길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
과트랜지스터의 구조.

청구항 19 

반도체 기판 내에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
형 웰 내에 드리프트 영역을 각각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사이의 기판 
표면에 격리막을 성장시키는 공정과: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 웰 위의 
게이트 절연막 상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와 인접된 부분의 드리프트 영역에 저농도의 
n형 및 p형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내에 매몰 확산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 웰 내의 매몰 확산영역 위에 일측에 바디콘택이 형성된 소오스
/드레인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와 격리막을 포함한 기판 전면에 소오스/드레인의 표면이 노출되
도록 콘택이 형성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 상에 금속박막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금
속박막을 마스크를 이용하여 식각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 및 금속 전계 판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 웰은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후 확산하는 공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형 웰은 n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후 확산하는 공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와 인접된 부분의 드리프트 영역에 저농도의 n형 및 p형 불순물 영역을 형
성하는 공정은,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절연막 전면에 제1 마스크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 도전형 
웰내에 형성된 드리프트 영역 위의 게이트와 인접된 쪽의 절연막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상기 제1 마스
크 층을 식각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에 자기정합하여 이 노출 부분으로 저농도의 n형 불순물을 이온주
입한 뒤 상기 제1 마스크 층을 제거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게이트 절연막 전면에 제2 마스크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드리프트 영역 위의 게이트와 인접된 쪽의 절연
막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상기 제2 마스크 층을 식각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에 자기 정합하여 이 노
출 부분으로 저농도의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뒤 상기 제2 마스크 층을 제거하는 공정 및: 확산을 실시
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 웰 내의 매몰 확산영역 위에 일측에 바디콘택이 형성된 소오스
/드레인을 형성하는 공정은,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절연막 전면에 제1 마스크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
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매몰 확산영역 위의 절연막 표면과 제2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매몰 확산
영역 위의 절연막 표면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상기 제1 마스크 층을 식각하는 공정과: 이 노출 부분으
로 고농도의 n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후 상기 제1 마스크 층을 제거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절연막 전면에 제2 마스크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매몰 확산영역 위의 
절연막 표면과 제2 도전형 웰 내에 형성된 매몰 확산영역 위의 절연막 표면이 소정부분 노출되도록 상기 
제2 마스크 층을 식각하는 공정과: 이 노출 부분으로 고농도의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후 상기 제2 마
스크 층을 제거하는 공정 및 : 상기 이온주입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공정을 더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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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는 1.2㎛ 내지 1.5㎛의 길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
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전계 판에는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거나 혹은 게이트 전압과는 별도의 일정 
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는 20V 내지 600V의 범위 내의 항복전압 값을 가지
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반도체 기판 내에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 도전형 웰 내에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을 형
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및 제2 도전형 웰 사이의 기판 표면에 격리막을 성장시키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의 양단과, 상기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 양단에 산화막을 성장
시키는 공정과: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 사이의 게이트 절
연막 위와, 상기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 사이의 게이트 절연막 위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게이트와 인접된 부분의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과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에 저농도의 
n형 및 p형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과, 상기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 내에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함과 동시에 산화막 양측에 바디콘택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와 격리막을 포함한 기판 전면에 소오스/드레인 영역 및 바디콘택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이 
형성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 상에 금속박막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금속박막을 선
택식각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제1 및 제2 금속 전계 판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 웰은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후 확산하는 공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형 웰은 n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후 확산하는 공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와 인접된 부분의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과 제1 및 제2 n형 드리프
트 영역에 저농도의 n형 및 p형 불순물 영역을 형성한는 공정은,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절연막 전면에 제
1 마스크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 하부 좌/우측의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 상의 절연막
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상기 제1 마스크층을 식각하는 공정과: 이 노출된 부분으로 저농도의 n형 불순
물을 이온주입한 뒤 상기 제1 마스크층을 제거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절연막 전면에 제2 마
스크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 하부 좌/우측의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 상의 절연막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상기 제2 마스크 층을 식각하는 공정과: 이 노출된 부분으로 저농도의 p형 불순물
을 이온주입한 뒤 상기 제2 마스크층을 제거하는 공정과: 확산을 실시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과, 상기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 내에 소오
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함과 동시에 산화막 양측에 바디콘택을 형성하는 공정은,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절
연막 전면에 제1 마스크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 표면의 소정 부분과,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 양단에 형성된 산화막 좌우측 기판 표면의 소정 부분이 노출되도록 상기 
제1 마스크 층을 식각하는 공정과: 이 노출된 부분으로 고농도의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고 상기 제1 마
스크 층을 제거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절연막 전면에 제2 마스크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
기 제1 및 제2 n형 드리프트 영역 표면의 소정 부분과, 제1 및 제2 p형 드리프트 영역 양단에 형성된 산
화막 좌우측 기판 표면의 소정 부분이 노출되도록 상기 제2 마스크 층을 식각하는 공정과: 이 노출된 부
분으로 고농도의 n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고 상기 제2 마스크 층을 제거하는 공정 및: 상기 이온주입된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공정을 더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는 1.2㎛ 내지 1.5㎛의 길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
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3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전계 판에는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거나 혹은 게이트 전압과는 별도의 일정 
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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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는 20V 내지 600V의 범위 내의 항복전압 값을 가지
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5 

반도체 기판 내에 제1 도전형 웰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드리프트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드리프트 영역이 형성된 기판 상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고, 그 위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와 인접된 부분의 드리프트 영역에 저농도의 n형 또는 p형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매몰 확산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의 매몰 확산
영역 위에 일측에 바디콘택이 형성된 소오스/드레인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기판 전면
에 소오스/드레인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이 형성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 상에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금속박막을 마스크를 이용하여 식각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 및 금속 전
계 판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 웰은 p형 또는 n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후 확산하는 공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와 인접된 부분의 드리프트 영역에 저농도의 n형 또는 p형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은,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절연막 전면에 마스크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드리프트 영
역 위의 게이트와 인접된 쪽의 절연막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상기 마스크층을 식각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에 자기정합하여 이 노출 부분으로 저농도의 n형 또는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뒤 상기 마스크 층
을 제거하는 공정 및: 확산을 실시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
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의 매몰 확산영역 위에 일측에 바디콘택이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을 형성하는 공정은,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절연막 전면에 마스크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매몰 확산
영역 위의 절연막 표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마스크 층을 식각하는 공정과: 이 노출 부분으로 고농도의 n형 
또는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후 상기 마스크 층을 제거하는 공정 및: 상기 이온주입 영역을 활성화시키
는 공정을 더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는 1.2㎛ 내지 1.5㎛의 길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
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0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전계 판에는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거나 혹은 게이트 전압과는 별도의 일정 
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1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는 20V 내지 600V의 범위 내의 항복전압 값을 가지
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2 

반도체 기판 내에 제1 도전형 웰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도전형 웰 내에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
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의 양단에 산화막을 성장시키는 공정과: 게이트 절연
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 사이의 게이트 절연막 위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공
정과: 상기 게이트와 인접된 부분의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에 저농도의 n형 또는 p형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 내에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함과 동시에 산화막 양
측에 바디콘택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기판 전면에 소오스/드레인 영역 및 바디콘택 
표면이 노출되도록 콘택이 형성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 상에 금속박막을 형성하는 공
정 및: 상기 금속박막을 마스크를 이용하여 식각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제1 및 제2 금속 전계 판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 웰은 n형 또는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후 확산하는 공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와 인접된 부분의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에 저농도의 n형 또는 p형 불순
물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은,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절연막 전면에 마스크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
이트 하부 좌/우측의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 상의 절연막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상기 마스크 층을 
식각하는 공정과: 이 노출된 부분으로 저농도의 n형 또는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 뒤 상기 마스크층을 
제거하는 공정 및: 확산을 실시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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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5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에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함과 동시에 산화막 양측
에 바디콘택을 형성하는 공정은,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절연막 전면에 제1 마스크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 양단에 형성된 산화막 좌/우측의 기판 표면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상기 
제1 마스크 층을 식각하는 공정과: 이 노출된 부분으로 고농도의 n형 또는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고 상
기 제1 마스크 층을 제거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를 포함한 절연막 전면에 제2 마스크층을 형성하는 공
정과: 상기 제1 및 제2 드리프트 영역 표면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상기 제2 마스크 층을 식각하는 공정
과: 이 노출된 부분으로 고농도의  n형 또는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고 상기 제2 마스크 층을 제거하는 
공정 및: 상기 이온주입된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공정을 더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6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는 1.2㎛ 내지 1.5㎛의 길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
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7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전계 판에는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거나 혹은 게이트 전압과는 별도의 일정 
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8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는 20V 내지 600V의 범위 내의 항복전압 값을 가지
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모스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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