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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테마 원고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는 고에너지 

갭 소재 가운데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 기반 

소자의 동향 및 응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

난 50년 동안, 전자공학 전 분야에서 실리콘(Si) 기

반 소자들이 50년 이상 동안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꾸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SiC

와 같은 고에너지갭 신소재 기반 소자가 가장 각광

받으며 응용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전력 산업이

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기존 Si 기반 소자로서 

Si-Trench MOSFETs는 600 V급 이하에서 상용화 

되고 있으며, Si-Superjunction MOSFETs과 Si-

IGBT는 600 V~6.5 kV급 범위에서 시장 형성을 하

고 있다 [1]. 그러나, 이러한 시장 형성에도 불구하

고,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Si 기반 소자의 전

력 손실 및 소비 문제, 디바이스/모듈의 실용화, 차

세대 에너지 응용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물질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SiC는 고에너지갭(Eg ≈ 3.26 eV) 물질로서 Si 특

성 대비 절연파괴전계, 열전도도와 높은 포화 전자

이동도로 인해 전력 손실, 고온 동작, 고전압 및 차

세대 에너지 응용 물질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른 

고에너지갭 물질과 달리 양질의 상업용 기판이 구

현, 발전되고 있다. 또한 SiC에 기반한 전력 소자는 

온-저항이 낮으며 Si 기반 소자 대비 소형화와 스위

칭 속도가 개선될 수 있다. SiC의 간접적 밴드갭 구

조에서 전자와 정공의 낮은 재결합 에너지로 인해 

높은 캐리어 수명시간 (~10 μs)또한 큰 장점이다 

[2]. 따라서 온-저항을 감소로 인해 넓은 범위의 역

전압과 고주파 상황에서 SiC는 Si 대비 낮은 스위칭 

및 전력 손실 감소 특성을 볼 수 있다. Si 및 기타 소

재 대비 물성이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SiC의 높은 

열전도도, 임계전압 및 포화 이동도 물성은 고온 동

작과 역전압 상황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는 소자

임을 보여준다 [3]. 이러한 SiC의 물성들로 인해 현

재 전력 산업 분야에서 Si 기반 소자를 대체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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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i vs SiC vs GaN 물성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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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으며,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SiC 소자의 

발전 과정은 상용소자로서 주로 2000년대 초반부

터 SiC 기반 소자들이 시장에 출현하였으며, 웨이퍼

(wafer) 기술의 발달과 전기자동차 및 전력변환 시

스템의 수요에 맞추어 성능의 진보와 개발의 가속화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상용되고 있는 SiC 기반 전

력 소자 및 제조회사 동향이 표 1, 2 및 3에 각 SBD, 

MOSFET 및 IGBT 소자에 대하여 요약되어 있다. 

2017년 5월기준, SiC SBDs는 최대 역전압 1,700 

V/25 A, MOSFETs은 1,700 V/72 A 급, 온-저항 

0.07 Ω, IGBTs는 1,200 V/600 A 급의 스펙으로 상

용화되어 있다. 

2. SiC 소재 결함 특성 및 소자 응용

2.1 SiC 에피 성장과 소자 응용

이러한 소자들의 성능 스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는 양질의 웨이퍼 및 에피층(epitaxial lyaer) 형성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는 전력 소자

에서 에피 영역의 품질이 해당 기반 소자의 기본 성

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차세대 반도체 재료로서 

SiC, GaN, ZnO, Ga2O3 등의 광대역 고에너지갭 반

도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각 소재에 맞

는 에피 성장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나, 6인치 

이상의 웨이퍼 및 생산성과 신뢰성이 뛰어난 재료로

서 기존 간접갭 4족 원소인 Si의 특징과 수직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 상용 웨이퍼 수급이 가능한 소재는 

SiC가 유일한 상황이다. 또한 화합물 반도체로서 독

특하게 200여개의 결정다형(polytype)의 결정구조

를 갖는 SiC는, 1,000℃~2,700℃ 이상의 영역에 걸

쳐 결정 구조가 다른 상이 존재하게 된다. 안정적인 

결정구조는 대표적으로 3C, 4H, 6H, 15R-SiC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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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파워 디바이스 시장 내 SiC 디바이스의 발전 과정 [4].

표 1. SiC SBDs 시장 및 제조사 동향 [5-8].

스펙/회사 ROHM CREE Microsemi
STMicroelec

-tronics

Blocking voltage (V) 1,200 1,700 1,200 1,200
Current (A) 40 25 10 30

표 3. SiC IGBTs 소자의 시장 및 제조사 동향 [5-8].

스펙/회사 ROHM CREE Microsemi
STMicroelec

-tronics

Blocking voltage (V) 1,200 - 1,200 1,200
Current (A) 35 - 600 35

표 2. SiC MOSFETs 소자의 시장 및 제조사 동향 [5-8].

스펙/회사 ROHM CREE Microsemi
STMicroelec

-tronics

Blocking voltage (V) 1,700 1,700 1,200 1,200
Current (A) 3.7 5.3 50 65

On-resistance (Ω) 1.15 1 0.05 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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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이 중에서도 단결정 웨이퍼 에피 성장이 

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Hexagonal 구조이며, 4H 

polytype의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 [9]. 

SiC의 에피 성장 방법으로는 화학기상증착

(CVD), 분자선 에피택셜법(MBE), 유기금속화학증

착(MOCVD) 등 다양한 증착 방법들이 존재한다. 하

지만 에피 성장 시 필요한 압력 및 성장 온도 등의 

복잡한 제어 요소로 인하여 높은 재현성과 낮은 결

함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10]. 이로 인해 SiC 

에피 영역 내에 Micropipes dislocations (MPDs), 

Basel plane dislocations (BPDs), Carbon vacancy 

(VC) 등의 결함들이 SiC 단결정 성장에 있어 상용화

하는데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또한 긴 캐리

어 수명시간은 SiC 유니폴라 소자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PiN Diode, BJT, IGBT등의 바이폴라 

소자에서는 낮은 스위칭 특성을 야기하게 된다. 따

라서 SiC 바이폴라 소자에서 캐리어 수명시간을 조

절할 수 있는 기술이 고전압과 낮은 스위칭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SiC의 결함 중에서도 다수가 존재하며 가

장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결함은 VC이다 [11]. 

VC는 SiC 에피 영역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결함이

고 캐리어 수명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에너지 밴드갭 내에 Z1/2와 

EH6/7 센터의 레벨에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결함들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서는 SiC의 에피 성장 조건 중 

Carbon/Si 비율과 성장 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Carbon과 Si의 비율은 SiC 표면의 

C-face와 Si-face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성장 

온도는 에피 성장 시 결정 구조 안정성 측면에도 기

여한다. 

2.2 SiC 결함과 SiC 전력 소자

SiC 기반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구조에서 드리

프트 영역 (에피 영역)의 품질이 파워 소자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에피 영역의 결함을 

제거함으로서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결함을 

분석하기 위해 SiC SBDs 구조에서 Capacitance-

voltage (C-V) 분석 방법을 이용한 Deep Level 

Transient Spectroscopy (DLTS) 관련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13]. 

DLTS 분석 원리는 SiC 밴드갭 내 트랩 센터 레벨

을 점유하는 캐리어들이 온도별 경향을 확인하는 것

으로, SiC 기반 파워 소자의 드리프트 영역에서 캐리

어 수명시간의 증가와 각각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데

에 응용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드리프트 영역에 존재하는 결함들이 캐리

어 수명시간의 단축과 낮은 순방향 전도 특성을 야

기할 수 있으며, 캐리어 수명시간의 단축에 영향을 

주는 VC는 Z1/2와 EH6/7 레벨에 존재하며, SiC에서 캐

리어 재결합 센터를 형성하고, 전도 특성의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SiC 기반 파워 소자의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해 SiC 에피 영역에 존재하는 VC를 

제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iC 에피 표면에 탄소 이온 (C+)을 이온주입 하는 

것과 1,600~1,700℃ 사이의 온도에서 열처리 공정

하는 방법이 있다. 탄소 이온 주입 효과는 주입된 탄

소 이온들이 SiC 에피 영역의 VC와 결합하여 감소시

킬 수 있다. 또한 고온 열처리 공정 효과는 SiC 에피 

영역의 과잉 탄소 이온 생성을 유발하여 VC와 결합

하여 감소시킨다. 그 결과, Z1/2와 EH6/7 센터의 밀도

가 감소하며 캐리어 수명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SiC 기반 파워 소자 제작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3 SiC 결함의 종류

▶ Micropipes dislocations (MPDs)

SiC 내 결함 중에서 MPDs는 1992년 PN접합 구

조에서 MPDs 존재를 이유로 낮은 항복전압을 야기

시키는 결함으로 알려져왔다 [14]. MPDs는 SiC 에

피 성장 시에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결함으로, 생

성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SiC 기판 표면의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온 및 자외선 공정 등 외부 요인

으로 인해 생성된다. 두 번째로 SiC 기판 위에 혼합

물, 즉, 불순물들의 충돌로 인한 잔여물들이 생성

되어 에피 성장 시 불완전한 격자 조합을 야기한다 

테마기획  _ 고에너지갭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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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따라서 이종 접합 구조 및 이종 격자 접합 등 

에피 성장 시 MPDs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계속적으

로 진행이 되고 있다. 

MPDs는 edge와 screw dislocation이 혼합되

어 형성된 결함이며, 그림 3은 SiC 표면에 존재하는 

MPDs의 사진의 예를 보여준다. MPDs는 기판 표면

에 존재하게 되는데 3C, 4H 그리고 6H-SiC 구조에

서 공통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MPDs의 크기와 구

조는 버거스 벡터와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

어 4H-SiC의 c-axis 사이에 큰 버거스 벡터가 존재

하게 되며 벡터 상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MPDs가 

기판 표면에 형성이 된다. 전형적인 MPDs의 모양은 

구 형태와 Hexagonal 구조로 존재하며, 이는 X선 

광전자 분광법 (XPS) 분석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다. 

MPDs는 SiC 기반 전력 소자에서 누설 전류의 증가

와 항복전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급속한 기술 발달로 인해 상용기판에서의 그 밀도는 

0/cm2에 가깝게 조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 Basal plane dislocations (BPDs)

BPDs는 SiC 내 존재하는 고밀도의 어긋난 결함으

로 인해 생성된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

과전자현미경 (TEM) 이미지 상에서 주로 검은 곡선

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BPDs는 주로 SiC 격자 상

수의 c-axis에 존재하는데 이는 4H 그리고 6H-SiC 

결정 구조의 기울어진 면 사이에 큰 공간이 발생함

에 따라 생성된다. BPDs는 1/3<1120>의 버거스 벡

터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버거스 벡터와 방향면 

사이에 형성된 각도에 따라 edge, screw 혹은 혼합

구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18]. 또한 MPDs와 마

찬가지로 기판 표면의 안정적인 에피 성장을 위해 

성장 온도와 실온의 차이와 basal plane의 기울어진 

결정 경계로 인해 생성된다. 

BPDs는 P-type과 N-type의 반도체가 접합할 때 

두 개의 Shockley 부분의 적층 결함이 리본모양으

로 형성될 때 주로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PN 접합

구조에서 순방향 전압 강하의 증가를 야기하며, 전

자-정공쌍의 재결합을 방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또한 SiC의 원자 결합 쌍인 Si과 Carbon의 결합

에서 Si 결합 쌍들이 낮은 결합 에너지와 고온에서 

높은 이동도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Carbon 결합 

쌍들보다 SiC 내에서 전도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19]. 그러므로 전자-정공 쌍의 재결합으로 인해 생

성된 Carbon 결합 쌍들이 Si 결합 쌍들의 어긋난 격

자 조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SiC 에피 성장 시 

중요 조건 중 하나인 Carbon/Si 비율 조절이 BPDs

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진행중이다.

S p e c i a l  T h e m a    03

그림 3. (a) Optical, (b) metallographic, SiC 기판 표면에 존재
하는 MPDs 사진 [16].

그림 4. 4H-SiC에 형성된 BPDs 사진 [17].

그림 5. 4H-SiC 구조의 Deep level defects 에너지 밴드 다이
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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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bon vacancy (VC)

전술한 바와 같이, SiC 기반 전력 소자에서 에피 

영역의 품질은 해당 기반 소자의 성능을 결정하는 

큰 요소로서, 에피 영역의 두께와 도핑농도를 조절

함으로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터 등에서 

높은 항복전압과 고효율 소자를 구현을 수 있다. 그

러나, 에피 영역의 성장 조건 가운데 두께와 도핑농

도의 최적화는 Carbon/Si 비율과 성장 온도 조절의 

한계와 맞물려 있으며 [20], 주로 이러한 조건을 조

절하면서 최적화 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SiC 에피 영역의 특성 향상을 위한 측면 가

운데에는 캐리어 수명시간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SiC 유니폴라 소자에서는 캐리

어 수명시간 조절이 가능하지만, 바이폴라 소자에

서는 에피 영역의 결함들이 낮은 캐리어 수명시간

과 문턱전압을 야기하는 주된 장애물로 알려져 있

다 [21]. 그러므로 SiC 에피 영역의 결함들의 농도와 

~10 μs 이상의 캐리어 수명시간을 증가 시킬 수 있

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SiC 에피 영역에서 Z1/2, EH6/7 에너지 레벨에 존

재하며 캐리어 수명시간 단축을 유발하는 VC가 연

구되고 있다 [22]. 그림 5에서 Z1/2 그리고 EH6/7 센

터가 SiC 전도대 에너지 레벨에서 ~0.63 eV, ~1.55 

eV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3]. Z1/2 

센터는 double negative acceptor state, VC (2-/0), 

EH6/7 센터는 single donor state, VC (0/+)로 SiC 에

너지 레벨에 존재한다. n-type SiC의 Z1/2 센터에는 

결함들을 효율적으로 재결합시켜 상쇄시킬 수 있는 

큰 정공 포획 단면적(hole capture cross section) 

특성을 띄고 있다. SiC 에피 영역에서 Z1/2 밀도는 낮

은 성장 온도에서 높은 Carbon/Si 비율일 때 감소

한다. 일반적인 SiC 에피 영역에서 VC는 ~1012 cm-3 

정도 존재하며, 이는 ~ 5 μs 이상의 캐리어 수명시

간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VC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이

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첫 

번째는 SiC 에피 영역의 Si-face를 감소시키기 위해 

SiO2 층을 열산화 공정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으

며, 두 번째는 1,600℃ 이상의 고온 상태에서 표면

에 Carbon 이온 주입 공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 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SiC 에피 영역에 탄소 틈새

(carbon interstitial, Ci)를 주입시켜 에피 표면과 내

부에 VC를 감소시키고 캐리어 수명시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고 있다 [24]. 

표 4는 SiC에 존재하는 결함들을 소개하였다. 많

은 결함들이 SiC 에피 영역에 존재하지만, 바이폴

라 구조의 주된 결함은 BPDs이다. BPDs는 에피 영

역에서 stacking faults 결함으로 인해 순방향과 역

방향 전류를 방해하며 에피 영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결함으로 소자의 특성을 감소시킨다.  

3. SiC 기반 파워 소자 동향

3.1 SiC 기반 Diode 소자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SiC 다이오드 구조

는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Schottky barrier 

diodes (SBDs), Junction barrier schottky (JBS), 

P-insulator-N (PiN) Diode등의 구조가 있다. SiC 

SBDs는 기존 PiN 다이오드를 시장에서 가장 우선

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이오드이다. 순방향 특성

에서 전압 강하는 0.7~0.9 V이며 이는 스위칭 속도

가 빠르고 다수캐리어 전도 특성에 의해 역방향 회

복 전류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역방향으로 흐

르는 전류만이 접합 캐패시턴스에 충전되며, SiC 

테마기획  _ 고에너지갭 소재

표 4. SiC의 결함들과 항복전압 감소 야기 효과 [25].

Defect
Density 
(cm-2)

Decrease in 
breakdown 
voltage(%)

Notes

Micropipes 0~0.1 50~80
Detrimental, but 

eliminated

TSDs 500 <3
Minor impacts 

on leakage

TEDs 3,000 <3
Minor impacts 

on leakage
BPDs 10 <3 Bipolar degradation

Stacking faults 0.01~1 20~50 Mostly detrimental
Carrot faults <0.1 20~50 Almost eliminated

Triangle faults ~0.1 20~50 Observed on 4o off-axis
Particles <0.3 30~80 Technolog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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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Ds는 기존 Si PiN 다이오드 대비 빠른 역방향 회

복 특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SBDs는 고온에서 누설 전류가 급격하게 증

가하며, Schottky barrier lowering 현상이 발생하

며 [26], 구조적으로는 같은 소재기반 JBS와 PiN 다

이오드 대비 낮은 항복전압 값을 볼 수 있다. JBS 다

이오드는 SBDs 구조에서 Schottky 접합부근에 다

수의 P+ 영역을 주입하여 전계 분산 효과를 구현

한 다이오드이다. 따라서 역방향 누설 전류가 감소

하며 이 영향으로 SBDs보다 높은 항복전압과 고주

파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순방향 특성에서 

SBDs 대비 높은 문턱전압 값을 보이는데 이는 전류 

전달 특성에서 주입된 P+ 영역 때문에 발생되는 현

상이 주된 이유이다. 

SiC PiN 다이오드는 드리프트 영역의 저항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10~20 kV 이상의 높은 항복전압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27]. 동일 면적의 다이오드 구조에서 SBDs, 

JBS와 PiN 다이오드 구조의 항복전압 특성을 비교

하면, PiN 다이오드가 2배 이상 높은 항복전압 특성

이 나타난다. 비록 PiN 다이오드는 SBDs와 JBS 대

비 높은 문턱전압 현상을 보이지만, 전도 특성에서 

추가 생성된 P+ 영역으로 인해 드리프트 영역에 존

재하는 저항들이 감소하는 현상도 볼 수 있다. 

PiN 다이오드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SBDs와 JBS 

대비 매우 낮은 누설 전류값이 나타나며, 이는 고온

에서 동작이 용이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3 V 이상

의 문턱전압 값으로 인해 3.3 kV 이하의 SiC PiN 다

이오드는 파워 디바이스에서 비효율적인 전도 특성

을 보여준다. 

SiC 기반 고전압 소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표면에 집중된 전계를 분산시켜 높은 항

복전압을 구현하는 소자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

금 소개할 기술은 표면에 집중된 전계를 효과적으

로 분산시킬 수 있는 두 가지 기술에 대해 서술하

겠다. Junction termination extensions (JTEs)와 

Floating field ring (FFR)이며 구조는 그림 8에 나

타내었다. JTEs와 FFR은 SiC 기반 고전압 소자에서 

효과적인 구조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JTEs 구조는 수평 방향으로 P+ 영역이 추

가로 주입되며 이는 기존의 P+ 영역에 집중된 전계

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는 기존의 

P+ 영역이 한 개만 있었을 때의 전계가 삼각형 형태

로 전계가 집중되었는데, JTEs 영역을 생성하게 되

면 직사각형 형태로 전계가 집중되어서 높은 항복전

압 특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JTEs 역할로 주입된 P+ 영역에서 중요한 파라미터

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각각 JTEs의 주입된 깊이, 폭 

그리고 JTEs 간의 거리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28]. 

JTEs의 주입된 깊이는 이온 주입 공정과 관계가 있

으며, 폭과 JTEs 간의 거리는 전계 분산 효과를 효율

적으로 조절하며 드리프트 영역 상단에 균일하게 분

산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 이다. 

반면 FFR 구조는 JTEs와 달리 주된 접합부분과 

FFR 주입 부분을 한 번의 이온주입 공정으로 형성

할 수 있어서 공정의 단순화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주입된 FFR 영역 

간의 거리 파라미터 최적화 과정이 계속적으로 연구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SiC 기반 다이오드 중 

상용 되고 있는 가장 높은 스펙은 CREE社의 1,700 

V/25 A 급으로 상용 되고 있다. 또한 연구 논문상 

SiC 기반 다이오드는 현재 3.3 kV/100 A급 다이오

드가 보고 되고 있다 [29].

S p e c i a l  T h e m a    03

그림 6. SiC 기반 다이오드 기본 구조.

그림 7. 전계 분산 효과를 위한 P+ 영역 주입: (1) JTE와 (2) FFR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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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iC 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MOSFETs)

SiC 기반의 대표적인 스위칭 소자로서 금속-산화

물-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MOSFETs)가 핵

심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상용 소자

는 CREE社의 1.7 kV/5.3 A 급 SiC MOSFET 소자

를 비롯하여 주로 1.2 kV 급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Si 기반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s)

와 비교하면 다수캐리어 전도 특성으로 인해 스위

칭 특성이 개선되며 역방향 회복 특성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30]. 추가로 MOSFETs 구조에서 고려

해야 할 부분은 온-저항과 게이트-산화막 품질 사

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고려

되어야 한다. 최근 General Electric社에서는 200 

℃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두 가지 구조의 SiC 

MOSFETs를 개발했으며 이러한 구조는 그림 8에 

나타나 있다 [31]. 기본적으로 SiC MOSFETs에 온-

저항에 기여하는 성분을 살펴보면 (1) 채널-저항, 

(2) JFET 영역 저항 그리고 (3) 드리프트-영역 저항 

부분의 기여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최적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예를 들어, 

채널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trench 구조를 적

용하여 채널 영역을 줄임으로서 개선시킬 수 있고, 

JFET 영역 저항과 드리프트 영역 저항은 Wafer-

thinning 공정 방법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SiC planar MOSFETs의 다른 문제점은 영역별 존

재하는 저항으로 인해 이동도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

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반영하거나 물리적으로 개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SiC planar MOSFETs의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는 SiC trench 

MOSFETs 구조이다. SiC trench MOSFETs 구조

는 JFET 영역을 제거하여, 이로 인해 채널 밀도

를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온-저항 감소가 가능하다. 

SiC Trench MOSFETs은 2010년 이후 특히 미국의 

CREE社를 중심으로 안정된 상용화를 향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32]. 

Trench MOSFETs의 가장 큰 문 제점은 trench의 

아래 부분이 역방향 특성에서 산화-항복이 발생한

다는 점과 높은 게이트 전압 (18~20 V)에서 구동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독일의 Infineon社

에서는 게이트 전압 (15/-5 V)과 낮은 온-저항 (3.5 

mΩ.cm2)의 SiC trench MOSFETs 구조를 개발하

고 있으며, 연구 결과 15 kV 급까지도 동작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3]. 

3.3 SiC 절연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IGBTs)

Si과 마찬가지 원리로, SiC MOSFETs의 안정성

과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온과 고전압에서 

순-역방향 전압의 안정성 개선을 목표로 SiC IGBTs

가 고안되었다. 그러나 SiC IGBTs는 SiC MOSFETs

보다 역방향 전압이 10배 이상 높아지는 장점이 있

지만, 스위칭 특성측면에서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다수캐리어에 의한 전압 강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

해 SiC IGBTs와 같은 바이폴라 디바이스 구조가 각

광을 받고 있으며, 그림 9는 SiC 기반 N/P형 IGBTs 

구조의 단면을 보여주며, SiC MOSFETs와 다르게 

테마기획  _ 고에너지갭 소재

그림 8. SiC 기반 MOSFETs 구조: (1) SiC planar MOSFET과 
(2) SiC trench MOSFET.

그림 9. SiC 기반 IGBTs 구조: (1) N-type과 (2) P-type IG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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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층 혹은 전계 방지층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Punch through과 도핑농도가 높은 기판의 이온 주

입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4H-SiC의 전자는 정공보

다 10배 이상 높은 이동도 특성을 이유로 n-IGBT 

구조가 p-IGBT 구조보다 높은 스위칭 특성을 보여

준다. 

반대로 p-IGBT 구조의 장점은 높은 입력전압 대

비 높은 출력전류 값을 장점으로 가진다. 최근 연구 

개발되고 있는 N/P-IGBTs의 항복전압 대비 온-저

항 특성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N-IGBTs에서 가

장 높은 항복전압은 230 μm 두께의 에피 영역을 

포함한 구조에서 27 kV급 까지 얻을 수 있다 [34]. 

또한 P-IGBTs는 15 kV급으로 고안되는데, IGBTs

는 전압 강하 감소를 통해 캐리어 수명시간을 증

가시키는 구조이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SiC 기반 

IGBTs 중 가장 높은 스펙은 SEMIKRON社의 1,200 

V/600 A 급 소자이다. 또한 연구 논문상에서는 27.5 

kV/22 kV 급의 N/P-IGBTs 구조에서 보고되고 있

다 [35].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SiC 기반 파워 소자의 발전 

과정과 현재 동향 및 응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

다. 파워 소자에서 에피 영역의 품질은 캐리어 수명

시간, 전도 특성, 고전압, 고주파 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SiC는 고에너지

갭 반도체 중에서도 에피 생산 기술과 신뢰성이 확

보된 유일한 물질이며, Carbon/Si 비율과 성장 온도

에 따라 결정구조 별 성장이 가능하다. 

SiC 기반 다이오드는 SBDs, JBS, PiN 구조가 있

으며 각 구조별 장, 단점을 소개하였다. SBDs는 전

압 강하가 0.7~0.9 V로 좋은 순방향 특성이 있지만 

역방향 에서는 Schottky barrier lowering 현상으

로 인해 낮은 항복 전압 특성을 단점으로 가진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 드리프트 영역 상단에 P+영역을 

추가 주입하여 JBS 및 PiN 다이오드 구조가 고안되

었고, SBDs 역방향 특성 대비 2배 이상 높은 항복전

압 특성을 보여준다. 

SiC MOSFETs 구조에선 기존 Si MOSFETs 대

비 고전압 (<4.5 kV), 고주파 (<3.38 MHz), 높은 열

전도도 특성으로 인한 고온특성에서 장점을 가지

며 이는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Si 기반 소자가 SiC 

기반 파워 소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MOSFETs 구조에서 고전압, 고주파, 고온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SiC 에피 영역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

며, 결정 내 결함에 대한 이해가 소자 분석과 개발을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하다. SiC IGBTs 구조에서는 

도핑농도가 높은 SiC 기판의 이온 주입을 예방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버퍼층 혹은 전계 방지층이 존재하

며 SiC n-IGBT/p-IGBT 각 27.5/22 kV급 상용소

자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로 1.2kV 

이상급 뿐아니라 수십 kV급 이상의 전력소자에 고

에너지갭 SiC 소자가 범용적으로 적용되리라 예측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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