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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와 수년 전을 비교해 돌이켜 보면 지금의 전

자공학은 사람들의 삶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는 근래의 세계에서 가장 큰 

발명이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 기술의 발달은 집적 

회로 시스템을 칩 하나 안에 모두 집어넣은 system 

on chip 시대를 열었다. 이런 반도체 집적회로 기

술 발전은 실리콘이라는 물질로 만든 기판이 존재

함으로써 가능했다. 실리콘은 지구상에서 산소 다

음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고 불순물이 섞이거나 빛

이나 열을 받게 되면 부도체 성질에서 도체 성질을 

가지게 된다 [1]. 이런 특성을 가진 실리콘을 이용

해 IGBT, MOSFET 등의 소자가 발명되었고 성능 

개선과 소형화를 위해서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소자

의 크기가 점점 작아 짐에 따라 누설전류, 채널 길이 

변조, 고온 반송자 효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실리콘 반도체 소자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내압, 고전류, 고온, 고주파수 등의 환경에서 사용

되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형화에 따른 이러한 문

제점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면서 새로운 반도체 

소재들이 주목받고 있다 [2].

전력 반도체(power semiconductor)는 전력의 

변환이나 제어 등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로 정의되며 종류로는 MOSFET, IGBT, BJT, 

Thyristor 등이 있다. 또한, 고내압화, 고전류화, 고

주파수화 되어 교류와 직류 사이의 변환 효율을 높

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엘리베

이터, 에스컬레이터에 사용되는 모터를 비롯한 다

양한 전자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안정적으로 원

하는 전압과 전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큰 이슈로 인하여 자동차용 전력반도

체 (600, 900, 1,200 V)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

고 산업기기, 철도, 태양전지 분야에서 전력반도체 

모듈의 실용화가 요구되고 있다 [3]. 그림 1은 전력 

소자의 시장 동향을 나타낸 것으로써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고전력, 고주파 특성을 갖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

하기 위해서는 높은 항복 전압과 동시에 높은 전자 

이동도를 갖는 반도체 소재가 필요한데, 이러한 점

에서 SiC, GaN, Ga2O3 등이 유리하다. 전력 반도체 

S p e c i a l
T h e m a 01 전력 반도체용 갈륨 옥사이드

(Ga2O3) 연구 동향

그림 1. 전력 디바이스의 시장 동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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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기반 반도체 소자는 소형화, 고전압, 고속 스위

칭의 결과로 고효율, 저손실을 실현할 수 있는 차세

대 전력 소자로 다양한 고성능 전력 기기에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SiC 전력 반도체 소재는 약 900 V 이상의 인버터, 

HEV·EV의 모터 구동 등에 사용되며, 실리콘 전력 

반도체의 공정 과정이 유사하여 일부 주요 공정 및 

장비의 추가로 제조가 가능하여 실리콘을 대체할 

만한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단결정 성장

이 어렵고 생산 단가가 비싸고 에피층 증착 시 많은 

결함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5]. GaN 전

력 반도체 소재는 SiC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의 인버터, 전력 변환 소자로 이용되며 고속 스

위칭 소자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전력 반도체 소

자는 normally off 동작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GaN의 경우 SiC보다 고속 스위칭 특성은 우수하나, 

normally off 동작이 어려워 고전력용 스위칭 소자

로 사용하기에 치명적인 단점과 단결정 성장이 어

렵다는 점이 문제로 남아있다 [6].

한편 갈륨 옥사이드는 SiC와 GaN에 비해 더 넓은 

에너지 밴드갭을 가지는 소재로서 융액 성장을 통

한 단결정 기판 제작이 가능하여 최근 활발하게 연

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NICT 연구소

와 타무라 사를 대표로 갈륨 옥사이드 에피 웨이퍼 

개발에 성공하였고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에피층 

표면의 평탄함이 보장되고 저 캐리어의 농도 제어

가 가능한 갈륨 옥사이드가 전력 반도체 분야에 적

용되면 고전압, 저 손실화 등 더욱 향상된 소자 특성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본고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용 소재로 주목받

고 있는 갈륨 옥사이드를 소개하고 갈륨 옥사이드

의 에피층 증착 방법과 현재까지 연구된 갈륨 옥사

이드 전력 반도체의 특성을 기술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갈륨 옥사이드의 특성과 연구동향

갈륨 옥사이드는 4.7 ~ 4.9 eV의 넓은 에너지 밴

드갭을 갖기 때문에 고내압, 저손실 전력 반도체용 

소재로 유용하고 SiC, GaN보다 3배 더 큰 8 MV/

cm의 breakdown field를 갖는 산화물 반도체로서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재이다. 최

근 SBD, MESFET, MOSFET 등 여러 구조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8]. 갈륨 옥사이드의 오프 상태 

항복 전압은 300 V 이상이며 낮은 누설 전류 특성과 

250℃까지 특성 저하 없이 동작하는 특성을 가진

다. 갈륨 옥사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단결정 기판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FZ (floating-

zone), EFG (edge-defined film-fed growth) 등

의 융액 성장(melting growth)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 다른 반도체 물질들 보다 저 비

용으로 대면적의 웨이퍼 제작이 가능한 것이 특징

이다. 한편 β-phase의 갈륨 옥사이드는 단사정계 

구조를 가지며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으로서 

단결정 호모 에피텍셜 성장에 유리하다고 보고되었

다. 일본의 타무라 사에서는 EFG (edge-defined 

film-fed growth) 방법을 이용하여 성장시킨 β

-Ga2O3 단결정 기판 개발에 성공하여 고품질의 단

결정 기판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 NICT 연구소와 

타무라 사에서는 분자빔 에피택시를 통해 갈륨 옥

사이드 에피층을 성장시켰고 도핑 물질, 증착 온도, 

결정면 방향 등을 최적화 시켰으며 이를 통해 전력 

반도체용 에피 웨이퍼를 만들어 1 nm 이하의 표면 

거칠기와 1016 cm-3 정도의 낮은 캐리어 농도에서 

제어가 가능한 쇼트키 접합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9]. 

표 1은 다양한 반도체 재료들의 특성을 비교한 것

이다. β-Ga2O3는 다른 반도체 재료들과 비교하였

을 때 넓은 에너지 밴드갭과 breakdown field를 갖

S p e c i a l  T h e m a    01

표 1. 다양한 전력 반도체 소재의 특성 [7].

Si GaAs 4H-SiC GaN Diamond
ββ-

Ga2O3

Bandgap Eg (eV) 1.1 1.4 3.3 3.4 5.5 4.9
Electron mobility µ 

(cm2/Vs)
1400 8000 1000 1200 2000 300

Breakdown field Eb 
(MV/cm)

0.3 0.4 2.5 3.3 10 8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ε 11.8 12.9 9.7 9.0 5.5 10

Baliga’s FOM εβµEb
3 1 15 340 870 24664 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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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반도체 성능 지수를 나타내는 figure of 

merit (FOM)은 4H-SiC와 GaN보다 적어도 4배 이

상의 값을 가진다. 그림 2는 반도체 소재들의 항복 

전압과 온 저항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

로 온 저항과 항복 전압은 트레이드오프 관계로서 

균형 맞는 최적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점

에서 β-Ga2O3는 다른 소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

수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 [7].

앞서 설명하였듯이 전력 반도체용 소재로서 우수

한 특성을 갖는 갈륨 옥사이드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것은 다양한 에피층 증착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3. 전력 반도체용 갈륨 옥사이드의 
에피 증착법

3.1 분자빔 에피택시 (Molecular Beam Epitaxy) 

분자선 에피택시란 10-9 Torr 이하의 초고진공 

반응기 내에서 기체 상태로 증발된 결정 재료가 분

자나 원자 형태로 빔을 형성하여 기판 위에 도달한 

후 기판 표면과 반응시켜 단결정 박막을 증착 시키

는 공정이다. 증착 시키는 고체 상태의 원료가 승

화하기 시작할 때까지 온도를 가해준 뒤 셔터를 통

해 각 분자선을 on/off 하여 층의 두께, 불순물 첨

가량, 결정 조성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성

장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좋은 품질의 에

피층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공정

이다 [10]. 일본 NICT의 Higashiwaki는 Fe가 도핑

된 (010) 방향의 β-Ga2O3 단결정 기판 위에 분자

빔 에피택시 방법으로 β-Ga2O3 에피층을 성장하

여 MOSFET 소자를 구현하여 370 V의 항복 전압

을 가지는 전력 소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APPLIED 

PHYSICS LETTERS에 게재하였다 [9]. 또한 일

본 NICT의 Wong는 750 V 이상의 Breakdown 

voltage를 가지는 Filed-Plated Ga2O3 MOSFET 

소자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자빔 에피택

시를 이용하여 unintentionally-doped 에피층을 

형성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낮은 접촉 저항과 채널

의 전도성 향상을 가져왔다. β-Ga2O3 단결정 기판 

위에 Si-이온 주입을 통한 n 채널 Ga2O3 MOSFET

으로서 상온에서 109 이상의 높은 드레인 전류 on/

off 비율과 게이트 전압이 4 V 일 때 78 mA/mm의 

드레인 전류를 가졌다 [11].

3.2  기상 에피택시 (Metal-organic Vapor Phase 

Epitaxy)

기상 에피택시 공정은 가열된 기판에 증착하고자 

하는 재료를 포함한 원료의 혼합 가스를 접촉시켜 

열분해 또는 화학반응을 통해 화합물반도체를 성

장시키는 방법이다. 주로 화합물 반도체를 증착하

는 기술로서 3족과 5족, 2족과 6족, 4족과 4족, 5족

과 6족 조합을 이루는 원자를 증착 시킬 수 있으며 

분자빔 에피택시와 달리 진공상태가 아닌 10~760 

그림 2. 다양한 전력 반도체 소재의 항복 전압과 온 저항의 관계 [7].

그림 3. 분자빔 에피택시의 모식도 [12].

테마기획  _ 고에너지갭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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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의 분압 상태에서 이뤄진다. 반응을 이루는 모

든 성분들은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흐르는 속도와 

분압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13]. 미국 AFRL의 

Chabak은 Mg가 도핑 된 (100) 방향의 β-Ga2O3 

단결정 기판 위에 MOVPE 공정을 이용한 Sn이 도

핑 된 Ga2O3 에피층을 형성하여 finFET 소자를 구

현하고, 600 V 이상의 항복 전압을 갖는 normally-

off 소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APPLIED PHYSICS 

LETTERS에 게재하였다 [14].

4. 갈륨 옥사이드 전력 반도체의 기술 현황 
및 응용

갈륨 옥사이드 전력 반도체의 디바이스 특성 연

구는 초기 단계이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갈륨 옥사이드 전력 반도체는 그림 5와 같은 

간단한 구조의 소자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우수한 소자로 자리매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넓은 에너지 밴드갭을 통한 높은 오

프 상태 항복 전압과 우수한 드레인 전류 on/off 비

율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4.1  Metal-Semiconductor Field-Ef fect 

Transistors

그림 5는 일본 NICT 연구소의 Higashiwaki가 최

초 개발한 갈륨 옥사이드 MESFET 소자의 모식도

로서 Mg가 도핑 된 (010) 방향의 β-Ga2O3 단결정 

기판 위에 갈륨 옥사이드 에피층은 주석이 도핑 된 

n 채널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70 V 이상의 

S p e c i a l  T h e m a    01

그림 4. 기상 에피택시의 모식도 [15].

그림 6. MOSFET의 DC I-V 출력 특성과 전달 특성 [7].

그림 5. 일본 NICT의 Higashiwaki가 개발
한 MESFET 소자의 모식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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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 전압을 가지는 전력 소자에 대한 결과가 보고 

되었다 [7].

그림 6은 갈륨 옥사이드 MESFET의 DC 출력 특

성과 드레인 전압이 40 V 일 때의 전달 특성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최대 드레인 전류는 게이트-소스 전

압이 -2 V 일 때 15 mA이고 소자는 완벽한 pinch-

off 특성을 가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단자 

오프 상태 항복 전압은 게이트-소스 전압이 -30 V 

일 때 250 V 이상의 높은 값을 가진다. 최대 트랜스 

컨덕턴스는 1.4 mS이고 오프 상태 드레인-소스 전

류는 3 μA보다 작았으며 on/off 비율은 약 104의 

큰 값을 가진다. 이 결과는 갈륨 옥사이드 기판의 누

설전류가 매우 작고 이전의 GaN MESFET 소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7].

4.2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s

그림 7은 일본 NICT 연구소의 Higashiwaki가 개

발한 갈륨 옥사이드 MOSFET 소자로서 Fe가 도핑 

된 (010) 방향의 β-Ga2O3 단결정 기판 위에 제작

되었다. 낮은 컨택 저항을 얻기 위하여 소스 드레인 

위치에 실리콘 이온 주입이 되었고 원자층 증착법

을 통해 Al2O3 산화막을 형성시킴으로써 누설전류

를 효과적으로 낮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발표한 소자는 370 V의 항복 전압을 가

지며 상온에서 1010 이상의 드레인 전류 on/off 비

율을 가진다 [9].

그림 8은 depletion mode MOSFET의 DC I-V 

출력과 드레인 전압이 25 V 일 때의 전달 특성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게이트 전압의 포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드레인 전류는 Vg가 4 V 일 때 39 mA/

mm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3단자 오프 상태 항복 

전압은 370 V가 최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의 전압은 -20 V이다. 또한 전달 특성 그래프를 통

해 드레인 전류의 on/off 비율은 1010 이상으로 매

우 높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고 off 상태의 누설

은 수 pA/mm 정도로 매우 낮다 [9].

4.3  Field-Plated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s

그림 9는 일본 NICT 연구소의 Wong이 발표

한 갈륨 옥사이드 MOSFET 소자로서 제작된 소

테마기획  _ 고에너지갭 소재

그림 7. 일본 NICT의 Higashiwaki가 개발한 depletion mode 
MOSFET 소자의 모식도 [9].

그림 8. MOSFET의 DC I-V 출력 특성과 전달 특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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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300 nm의 갈륨 옥사이드 에피층이 성장되

었으며 755 V 이상의 높은 항복 전압과 109 이상

의 높은 드레인 전류 on/off 비율을 보였다. UID  

(unintentionally-doped) Si 이온 주입 방법은 단

결정 n-갈륨 옥사이드 MOSFET을 제작에서 낮

은 접촉저항과 신뢰성 있는 체널 전도도를 만드

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게이트-드레인 

depletion 영역에 높은 전계가 인가되면 UID는 소

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표면 전하 문제로 스위

칭 동작 특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문

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연구는 최초로 FP-MOSFET 

(filed-plated MOSFET) 구조를 제시했다. 게이

트와 연결된 FP로 인해서 항복 전압이 높아졌으며 

SiO2 절연체를 통해 소자 특성 향상을 이끌었다고 

보고하였다 [11].

그림 10은 갈륨 옥사이드 FP-MOSFET의 DC I-V 

출력과 드레인 전압이 30 V 일 때의 전달 특성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상온에서 게이트-소스 전압이 +4 

V 일 때 최대 드레인-소스 전류는 78 mA/mm이고 

3단자 오프 상태의 항복 전압은 게이트-소스 전압

이 -55 V 일 때 755 V의 높은 특성을 보였다. FP-

MOSFET의 온도에 따른 전달 특성에서 상온일 때 

드레인-소스 전류 on/off 비율은 109 이상으로 매우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자의 

온도가 300℃까지 올라가더라도 특성 저하 없이 동

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5. 맺음말

지금까지 전력 반도체용 갈륨 옥사이드의 특성과 

연구동향 그리고 기술 적용을 위한 갈륨 옥사이드 

증착 방법 및 기술 동향, 응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서론에서 기술했듯이, 전력 반도체는 

다양한 고성능 전력 기기에 응용되고 있으며 그중 

갈륨 옥사이드는 SiC, GaN 등의 다른 반도체 소재

보다 넓은 에너지 밴드갭을 가짐으로써 많은 주목

을 받고 있다. 융액 성장으로 갈륨 옥사이드의 단결

정 기판 개발이 성공함으로써 저 비용으로 기판 제

작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

그림 9. 일본 NICT의 Wong이 개발한 Field-Plated MOSFET 
소자의 모식도 [11].

그림 10. FP-MOSFET의 DC I-V 출력 특성과 전달 특성 그래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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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갈륨 옥사이

드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특히 생

산 단가를 낮추면서도 전력 반도체로서 우수한 특

성을 유지하기 위한 에피 증착 방법과 소자 구조 개

발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로써 전력 반도체용 갈륨 옥사이드는 실리콘을 대

체하여 전기자동차, 산업기기, 철도, 태양전지 분야

에서 전력반도체 모듈의 실용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뛰어난 물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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