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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 of 

asymmetric high voltage MOSFET (AHVMOSFET) 

for display IC was investigated. Measurement data 

are taken over range of temperature (300K-400K) 

and various extended drain length, and gate oxide 

thickness (175Å, 350Å).  In high temperature 

condition, drain current decreased over 30% and max 

transconductance deceased over 40%, and specific 

on-resistance increased over 30% in comparison with 

room temperature.

Ⅰ. 서론

  최근 반도체 집 회로 기술의 비약 인 발 으로 

자기기의 경박 단소화가 이루어지면서 노트북 컴퓨터나 

자수첩, 휴 화 등으로 표되는 휴 기기의 보

이 속하게 확 되어 가고 있고 멀티미디어화에 의해 

음성, 문자, 데이터, 동화상등이 포함된 고기능 휴 용 

통신기기 등이 규모의 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더욱더 

유기 EL 용 구동 IC 기술의 국산화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기 EL 구동 IC 는 동작 주변 환경이 

주로 고온에서 동작하고 동작온도 범 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온도 변화에 따라 안정 으로 동작하여야 한

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온에서 400K 까지(step:50K) 

고온 환경에서 소자의 구조  변수(소자의 폭, 채  길

이, 드리 트 역 길이)에 따라 두꺼운 산화막과 얇은 

산화막을 갖는 Asymmetric MOSFET 

(AHVMOSFET) 의 기  특성을 측정 분석하 다.

Ⅱ. 측 정       측 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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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측정에 사용된 AHVMOSFET

  

 측정에 사용된 소자 [그림 1]은 P-well 영역과 

extended drain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자의 구조

적 변화는 소자 폭 (W), 채널 길이 (L), 드리프트 영

역 길이(Led) 이고, gate oxide 두께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서 175Å ,350Å 의 변화를 주었다. 온도 변

화는 상온에서 400K 까지 50K step 으로 주었다. 고온 

환경 조성에는 Hot-Chuck 및 온도 controller 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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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4145A 를 이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Ⅲ. 측 정  결과   분 석

  

 AHVMOSFET 는 구동 IC 의 류  압을 구동하

는 스 치 역할 을 한다. 따라서 높은 압  류 구

동능력과 switching speed 는 AHVMOSFET 의 요

한 요소가 된다. [3] 본 논문에서는 의 성능을 악하

기 해 기  특성(On-resistance, 문턱 압, 트랜스

컨덕턴스, drain 류) 에 한 다양한 온도에서의 측정 

 분석을 하 다. 한 gate oxide 두께변화에 따른 

비교 분석을 하 다.

(1) Specific on resistance

 On-resistance 는 소자가 스 칭 되는 동안의 power 

손실을 나타내는 라미터 로써 이는 류 구동능력을 

결정하게 된다. [2] on-resistance 가 작은 소자일수록 

power 손실이 낮고 이에 따라 류 구동능력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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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게이트 산화막 AHVMOSFET두께  구조 

변화

 온도 변화에 따른 Ron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Ron 은  W가 큰 소자

에서 차이를 많이 보인 반면 작은 소자에서는 거의 나

타나지 않았다. 온도의 향에 따라서는 각각의 구조  

변화에 따라 항이 커졌는데, W가 큰 소자에서는 그  

변화 폭이  큼을 알 수 있었다.  한, On-resistance 

는 드 인  소스의 항에 의해 좌우되며, 

On-resistance는 식(1) 로 표  할 수 있다.

R on=
L ed

qμ nQ edW
+

L es
qμ nQ esW

 -------------(1)

온도가 증가하면 lattice scattering 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carrier 의 mobility 는 감소하게 되고, Ron 

은 증가하게 되며, 식(1)을 통해 알 수 있고, 측정을 통

해서도 알 수 있었다. 

(2) 문턱 압 (Threshold voltage)

 

 

 Substrate doping 이 낮을수록 문턱 압의 온도의존성

이 낮아진다. 그러나 doping 이 낮으면 leakage current 

가 증가하게 되어 power 소모가 커지는 단 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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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게이트 산화막 AHVMOSFET두께  구조 

변화 

온도 변화에 따른 Vt

 

 그림 3 은 온도 변화환경에서 산화막의 변화에 따른 

문턱 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얇은 게이트 산화막

보다 두꺼운 산화막에서 문턱 압이 크게 증가하며, 그 

크기는 산화막 두께의 비율인 두배에 가깝게 측정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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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 t=Φms-
Q i

C i
-
Q i

C i
+2ø F --------(2)

                       Ci=
ε i
d

 --------------(3)

 ( Φms=metal-semiconductor work function 

difference.     Qi : charge density at the interface 

   Qd : charge density in the depletion region

   ΦF : fermi-potential  

   d : thickness of gate oxide )

이는 식 (2)(3)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화막 두께가 증

가하면 Ci (insulator MOS capacitance /area) 가 감소

하고, 이에 문턱 압이 증가함을 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4][5]

(3) Transconductance

 트랜스컨덕턴스는 gate-source 간의 압의 변화에 따

른 drain current 의 변화율이다. 트랜스컨덕턴스는 

drain 류와 마찬가지로 mobility 가 감소할수록 그 값

이 감소하게 되는데 온도가 증가 하게 되면 

      μ∝T - n(1<n<2.5)  

-----------------(4)

식 (3) 에 의해 mobility 가 감소하므로 트랜스 컨덕턴

스도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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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게이트 산화막 AHVMOSFET두께  구조 

변화 

온도 변화에 따른 gm

그림 4. 에서는 두꺼운 산화막 일수록 낮은 트랜스컨덕

턴스 값을 갖고, 상온에 가까울수록 그 차이는 고온에

서 보다 더 큰 값을 가졌다.

I D(sat.)≅
1
2
μC i

Z
L
(VG-VT)

2=
Z
2L
μC iV

2
D

-----(5)

gm(sat.)=
∂I D(sat.)

∂V G
≅
Z
L
μC i(V G-V T)  

-----(6)

식 4,5에서 알 수 있듯이 산화막이 두꺼워지면 드 인 

류가 감소하고, 이에 트랜스 컨덕턴스 한 감소한다.

(4)  drain current 

 drain current 는 saturation region 역에서 측정하

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I DS=
μC oxW

2L
(V G-V T)

2  ----------------(7)

1
μ
=
1
μ L
+
1
μ 1
+ㆍㆍㆍ ------------------(8)

mobility 는 식 (8) 에 의해 결정되는데, mobility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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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nt 하게 향을 주는 항은 impurity scattering 

과 lattice scattering 이다. 온도가 증가하면 lattice 

scattering 의 증가에 의해 surface mobility 가 감소하

고 이로 인해 드 인 류가 감소하게 된다. 식 (3)에서 

처럼 드 인 류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mobility 

는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므로 이 한 트랜스컨덕턴

스도 온도의 향을 쉽게 받는 다는 것을 확인했다. 드

인 류 한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하 으며, 드리

트 길이  채  길이가 증가하면 감소함을 보 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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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게이트 산화막 AHVMOSFET두께  

구조변화 

온도 변화에 따른 Idss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온 동작환경에서 extended drain (Led), 

소자 길이 (L), 소자폭(W) 의 변화에 따른 얇은 게이트 

산화막 AHVMOSFET (Asymmetric HVMOSFET) 과 

두꺼운 게이트 산화막 AHVMOSFET 특성 변화를 살펴 

보았다. drain current 는 gate voltage 5V  

source-drain voltage 5V에서 측정하 다. 

 측정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On-resistance, 문턱 압, 트

랜스컨덕턴스, 드 인 류 등 소자의 여러 parameter 들

이 열화 됨을 알 수 있었다. 드리 트 역길이에 따른 

변화는 드리 트 길이가 증가할수록 Ron(on-resistance) 

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drain current  

transconductance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

다. 이에 반해 문턱 압 (Threshold voltage) 는 드리 트 

길이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Ron 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drain current , threshold voltage , transconductance 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400K에서의 드 인 류가 상온에

서 보다 약 30%이상 감소하고, 최  트랜스컨덕턴스도 

40%이하로 감소하고, On-resistance 는 30%정도 증가하

는 것을 확인 하 다. 

이를 통해 AHVMOSFET 설계 시, Ron 과 drain 

current, transconductance 등은 trade-off 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한 선택을 통한 스 칭 능력  

류 구동능력의 한 설계가 요구된다. 한편 Vt 는 

substrate 농도가 낮을수록 온도에 덜 민감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온도변화에 최 화된 소자구조를 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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