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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4H-SiC UMOSFET was studied which is suitable for high voltage and high current applications. In

general, SiO2 is a material most commonly used as a gate dielectric material in SiC MOSFETs. However, since the

dielectric constant value is 2.5 times lower than 4H-SiC, it suffers a high electric field and has poor characteristics in the

SiO2/SiC junction. Therefore, the static characteristics of a device with high-k material as a gate dielectric and a device

with SiO2 were compared using TCAD simulation. The results show BV decreased, VTH decreased, gm increased, and Ron

decreased. Especially when the temperature is 300K, the Ron of Al2O3 and HfO2 decreases by 66.29% and 69.49%. and at

600K, Ron decreases by 39.71% and 49.88%, respectively. Thus, Al2O3 and HfO2 are suitable as gate dielectric materials

for high voltage SiC MOSFET.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전압, 고전류 동작에 적합한 4H-SiC UMOSFET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SiO2는 SiC MOSFET

에서 gate dielectric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다. 하지만 4H-SiC보다 유전 상수 값이 2.5배 낮아서 높은 전계를 갖게

되므로 SiO2/SiC 접합 부분에서 열악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high-k 물질을 gate dielectric으로 적용한 소자를 SiO2를 적용

한 소자와 TCAD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BV 감소, VTH 감소, gm 증가, Ron 감소를 확인하였

다. 특히 온도가 300K일 때, Al2O3와 HfO2의 Ron은 66.29%, 69.49%가 감소하였으며 600K일 때도 39.71%, 49.88%가 감소하였

다. 따라서 Al2O3와 HfO2가 고전압 SiC MOSFET의 gate dielectric 물질로써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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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력 반도체는 전기 자동차, 항공,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Si을 사용한 반도체의 특성은

거의 이론적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 큰 개선이 어

렵다[1]. 4H-SiC는 Si보다 10배 높은 한계 전계와

3배 넓은 밴드 갭, 낮은 진성 캐리어 농도와 높은

열전도율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고온, 고전압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2].

SiO2는 SiC power MOSFET에서 gate oxide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나 4H-SiC에 비해 유전

상수의 값이 2.5배 정도 낮아 가우스 법칙에 의해

SiO2/SiC 접합에서 높은 전계를 갖게 되며 이는 소

자의 신뢰성과 수명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3][4]. 또

한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SiC UMOSFET

의 경우 gate trench corner 부분에 높은 전계가 집

중되어 gate oxide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igh-k 물질을

사용해 gate에 걸리는 전계를 낮추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Al2O3는 SiC와 lattice matching과 열

안정성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큰 band gap을 가

지므로 SiO2의 대체 물질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5][6]. 또한 다른 high-k 물질인 HfO2는 gate oxide

에 걸리는 높은 전계를 완화 시킬 수 있으며 온 저

항을 감소시킬 수 있어 SiO2의 대체 물질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7][8]. 이 외에도 AlON과 같은

high-k 물질을 사용해 gate oxide에 걸리는 전계를

낮춰 신뢰성을 개선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9][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iO2/SiC 접합에서 높

은 전계로 인한 소자의 신뢰성 특성 개선을 위해 현재

SiC 소자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SiC UMOSFET에

대해 gate dielectric 물질을 Al2O3와 HfO2로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력반도체는 높은 온도에서의 동작 환경이

요구되므로 고온 환경에서의 소자의 동작 신뢰성

분석 역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자의 신뢰성과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interface trap

으로 인한 electron capture 현상과 접합 부분에서

의 scattering effect이며 이러한 문제는 고온에서

더욱 심각해진다[11].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터널링

현상으로 인해 전자가 oxide에 trap 되며 이는 문

턱전압의 신뢰성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12]. 여기서

전체 회로에 영향을 미치는 항복전압, 온저항, 문턱

전압 등의 중요한 전기적 변수들은 시스템의 신뢰

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온도 신뢰성 분석이 매우 중

요하다[13][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ate oxide

물질을 SiO2, Al2O3, HfO2로 적용했을 때 온도 변화

에 따른 신뢰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논문에서는 Shockley-Read-Hall, Auger, avalanche

recombination, PhuMob and Enormal mobility 모

델이 Sentaurus TCAD simulation에 적용되었다.

최종적으로 4H-SiC UMOSFET 소자의 gate dielectric

물질을 SiO2로 적용했을 때와 Al2O3와 HfO2로 적

용했을 때 온도 증가에 따른 소자의 특성(BV, VTH,

gm, Ron, BFOM) 변화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Ⅱ. 본론

1. 4H-SiC UMOSFET 구조

SiC Trench MOSFET은 planar type의 DMOSFET

에 비해 JFET 영역을 제거해 도통 시 낮은 온 저항

을 가지며 작은 크기로 소자 제작이 가능해 현재 연

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15]. 하지만 UMOSFET

은 trench corner 부분에서 높은 전계가 집중되고,

p-base와 n-drift 사이의 공핍 영역이 p-base 영역

으로 확장되는 리치스루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

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 shielding

영역을 추가해 gate oxide에 걸리는 전계를 p+

shielding 영역과 drift 영역 사이의 접합으로 분산

시켜 oxide에 전계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p-

base 영역 내에서 공핍 영역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여 리치스루 현상을 억제하며, gate oxide에 전

자가 trap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16]. 본 논문에서

는 SiO2를 high-k 물질로 대체함으로 gate oxide에

걸리는 전계를 보다 완화시켜 소자의 신뢰성 특성을

개선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4H-SiC UMOSFET

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소자의 파라미터 값들

은 표 1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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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O2

(b) Al2O3

(c) HfO2

Fig. 2. Breakdown voltage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그림 2. 온도 변화에 따른 항복전압

Fig. 1. Structure of 4H-SiC UMOSFET.

그림 1. 4H-SiC UMOSFET의 구조

Table 1. 4H-SiC UMOSFET parameter values.

표 1. 4H-SiC UMOSFET의 파라미터 값

Parameters Value Unit

N sub doping concentration 1×1019

cm-3

N- drift layer doping
concentration

3×1015

P+ shielding doping
concentration

5×1018

P+ contact doping concentration 5×1018

P base doping concentration 1×1017

N+ source doping concentration 1×1019

Cell pitch 5.55

μm

N sub thickness 1

P+ shielding thickness 0.3

P base thickness 0.6

N+ source thickness 0.1

N+ source width 1

Gate trench depth 1.5

Gate trench width 1.5

Gate oxide thickness 30 nm

2. 4H-SiC UMOSFET의 게이트 물질별 온도특성

분석

가. 온도에 따른 항복전압 특성 분석

그림 2는 물질별 온도 변화에 따른 항복전압 그래

프이다. 4H-SiC UMOSFET의 항복전압은 impact

ionization에 의한 avalanche mechanism에 의해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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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lectric field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표 2. 온도 변화에 따른 최대전계

Temperature
Electric field (MV/cm)

SiO2 Al2O3 HfO2

300K 3.304 3.318 3.323

600K 3.322 3.334 3.338

Fig. 3. Breakdown voltage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그림 3. 온도 변화에 따른 항복전압

(a) SiO2

(b) Al2O3

(C) HfO2

Fig. 4. IDS-VDS graph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그림 4. 온도 변화에 따른 IDS-VGS 그래프

결정된다. 만약 온도가 증가하면 intrinsic carrier가

증가해 carrier의 mean free path가 감소하므로 이

온화를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더 높은

전계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항복

전압도 증가한다[17]. 여기서 drain current가 1mA/

cm2가 측정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항복전압을 확인

하였고 Gate dielectric 물질별 온도변화에 따른 항

복전압의 변화는 그림 3에 나타냈다.

표 2는 4H-SiC UMOSFET의 최대전계를 나타

낸다. UMOSFET 구조는 p+ shielding 부분에서

최대 전계 값을 가지며, 온도가 300K일 때, SiO2,

Al2O3, HfO2의 최대 전계 값은 각각 3.304MV/cm,

3.318MV/cm, 3.323MV/cm로 미세하게 증가하며,

온도가 600K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각각 3.322MV/

cm, 3.334MV/cm, 3.338MV/cm로 미세하게 증가한

다. 따라서 온도가 300K일 때 SiO2, Al2O3, HfO2의

항복전압은 각각 1759.8V, 1748.7V, 1742.8V로 11.1V,

17V 감소하며 600K일 때는 각각 1767.5V, 1754.5V,

1749.1V로 13V, 18.4V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두 1700V급의 전력반도체 소자로 물질에

따른 항복전압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300K일 때 gate oxide에 걸리는 최대

전계값을 확인해보면 SiO2 물질 사용 시 2.14MV/

cm에서 Al2O3, HfO2 물질로 교체하면 각각 0.93MV/

cm와 0.98MV/cm로 감소해 gate oxide 신뢰성 개

선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온도에 따른 IDS-VGS 출력 특성 분석

그림 4는 gate dielectric별 온도 변화에 따른 IDS-

VGS 그래프이다. Drain 전압을 15V로 인가해준 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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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gate 전압의 변화에 따른 drain 전류를 측

정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gate dielectric

물질이 달라질 때 각각의 물질의 온도 변화에 따른

문턱전압의 변화와 gm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온도

가 300K일 때 SiO2, Al2O3, HfO2의 문턱전압은 각

각 4.76V, 2.57V, 2.01V로 감소하며 600K일 때는

각각 3.89V, 2.25V, 1.73V로 감소한다. 이를 표 3에

정리하였다. 또한 온도가 300K일 때 Al2O3, HfO2의

gm는 각각 177.77μS/μm, 237.88μS/μm로 기존 SiO2

를 사용할 때인 116.26μS/μm 보다 증가하였고,

600K일 때 각각 61.80μS/μm, 78.78μS/μm로 기존

의 29.92μS/μm 보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를 표 4에 정리하였다.

Table 3. Threshold voltage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표 3. 온도 변화에 따른 문턱전압

Temperature
Threshold voltage (V)

SiO2 Al2O3 HfO2

300K 4.76 2.57 2.01

600K 3.89 2.25 1.73

Table 4. Transconducatance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표 4. 온도 변화에 따른 트랜스컨덕턴스

Temperature
Threshold voltage (μS/μm)

SiO2 Al2O3 HfO2

300K 116.26 177.77 237.88

600K 29.92 61.80 78.78

문턱전압은 전력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MOSFET의

전류-전압 특성은 gate 전압과 문턱전압 차이의 제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문턱전압의 작은 변화가 출

력 전류에 큰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문턱전압

은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이때, φf는 surface potential이며,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이때, ni는 intrinsic carrier concentration이며, 온

도에 따른 변화는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p


 (4)

여기서 NC와 NV는 density of states in conduction

band, valence band를 Eg는 band gap energy를 나

타낸다.

따라서 식(2), (3), (4)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가

증가하면 intrinsic carrier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

surface potential이 감소해 문턱전압 역시 감소한

다[18]. 또한 COX는 gate oxide capacitance이며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이때, εOX는 oxide에 사용된 물질의 dielectric

constant이며, tOX는 gate oxide thickness이다. SiO2

의 dielectric constant는 3.9이며, Al2O3는 9, HfO2

는 25이므로 high-k 물질을 사용하면 COX는 증가

하므로 문턱전압은 감소한다. 온도 증가에 따른 문

턱전압의 감소와 high-k gate dielectric 물질을 사

용했을 때의 문턱전압의 감소를 그림 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Fig. 5. Threshold voltage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그림 5. 온도 변화에 따른 문턱전압

gm는 gate 전압의 변화에 따른 drain 전류의 변화

량으로 작은 gate 전압으로 높은 drain 전류를 얻으

려면 큰 gm이 바람직하다. 또한, power MOSFET

의 스위칭 속도는 gm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된다.

(5)



6 j.inst.Korean.electr.electron.eng.Vol.25,No.1,1～9,March 2021

(a) SiO2

(b) Al2O3

(C) HfO2

Fig. 7. IDS-VDS graph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그림 7. 온도 변화에 따른 IDS-VDS 그래프

gm은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6)

식 (6)에서 온도에 dependent한 항은채널의 mobility

와 문턱 전압이다. 온도가 증가하면 채널의 mobility

와 문턱전압은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gm은 감소

한다[15]. 다음으로 high-k gate dielectric 물질을

사용하면 문턱전압은 감소하고 식 (5)에서 COX는

증가하므로 gm은 증가한다. 온도 증가에 따른 gm의

감소와 high-k gate dielectric 물질을 사용했을 때

의 gm 증가를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6. Transconductance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그림 6. 온도 변화에 따른 transconductance

다. 온도에 따른 IDS-VDS 출력 특성 분석

그림 7은 gate dielectric 물질별 온도 변화에 따

른 IDS-VDS 그래프이다. Drain 전압을 5V로 인가해

준 상태에서 drain 전압을 0V에서 600V까지 증가

시켰을 때 drain 전류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이 그

래프를 통해서 도통 시 온 저항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P+ shielded UMOSFET의 전체 온 저항은 channel

저항, JFET 영역 저항, drift 영역, substrate 영역

의 저항의 합으로 결정되나 다른 저항 성분은 그

값이 현저히 작아 channel 저항과 drift 영역이

dominant한 요소가 된다. 그 중 channel 저항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이때, LCH는 channel의 길이, μinv는 inversion

layer channel에서 전자의 mobility, COX는 gate oxide

capacitance, VG는 gate 전압, VTH는 문턱전압이다

[15].

따라서 high-k gate dielectric 물질을 사용하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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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에 의해서 COX의 값이 증가하므로 channel

저항의 값은 감소하고 전체 온 저항은 감소한다.

다음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drift 영역과 inversion

layer의 mobility가 감소하므로 전체 온 저항은 증

가한다[16]. 온도 증가에 따른 온 저항의 증가와

high-k gate dielectric 물질을 사용했을 때의 온 저

항 감소를 그림 8과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8. On-resistance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그림 8. 온도 변화에 따른 온 저항

Table 5. On-resistance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표 5. 온도 변화에 따른 온 저항

Temperature
On-resistance (mΩ*cm2)

SiO2 Al2O3 HfO2

300K 26.29 8.86 8.02

350K 27.77 10.31 9.04

400K 29.57 12.05 10.27

450K 31.49 14.09 11.75

500K 33.47 16.42 13.52

550K 34.79 18.94 15.59

600K 36.06 21.74 18.07

라. 온도에 따른 BFOM 분석

BFOM(Baliga’s Figure of Merit)은 전력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능지

수로 아래와 같은 항복전압과 온 저항의 관계를 갖

는다[19].

 

 

(6)

Gate dielectric 물질별 온도 변화에 따른 BFOM

은 표 6과 같으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BFOM 값은

감소하며, high-k dielectric 물질을 사용하면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도가 300K일 때 Al2O3, HfO2에 BFOM 값은 각

각 345.14MWㆍcm2, 378.72MWㆍcm2으로 SiO2를 사

용할 때에 비교해 각각 2.93배, 3.21배 더 높은 BFOM

값을가진다. 그리고온도가 600K일 때는 Al2O3, HfO2에

BFOM 값은 각각 141.59MWㆍcm2, 169.31MWㆍcm2

으로 SiO2를 사용할 때에 비교해 각각 1.63배, 1.95배

더 높은 BFOM 값을 가진다. 따라서 high-k dielectric

물질을사용하면소자의전기적 특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BFOM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표 6. 온도 변화에 따른 BFOM

Temperature
Figure of merit (MWㆍcm-2)

SiO2 Al2O3 HfO2

300K 117.80 345.14 378.72

350K 111.81 297.04 336.61

400K 105.15 254.38 296.74

450K 98.95 217.87 259.72

500K 93.19 187.17 225.95

550K 89.68 162.32 195.99

600K 86.63 141.59 169.31

Ⅲ. 결론

4H-SiC UMOSFET의 gate oxide에 SiO2를 사용

하면 유전율의 차이로 인해 접합 부분에서 높은 전

계를 갖게 되며 이는 소자의 성능과 신뢰성을 낮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ate oxide에 SiO2

대신 high-k 물질인 Al2O3와 HfO2를 사용하면 온

도가 300K일 때, BV는 각각 11.1V, 17V가 감소하

며 600K일 때는 13V, 18.4V 감소한다. 하지만 온

저항의 경우 온도가 300K일 때는 각각 8.86mΩㆍ

cm2과 8.02mΩㆍcm2로 66.29%, 69.49% 증가하며

600K일 때는 각각 21.74mΩㆍcm2 18.07mΩㆍcm2로

39.71%, 49.88%의 개선된 온 저항을 갖는다. 이때,

BV의 감소량보다 온 저항의 감소량이 더 크게 나

타나므로 figure of merit는 증가한다. 또한 gm은

300K일 때, Al2O3와 HfO2는 177.77μS/μm, 237.88μ

S/μm로 기존 SiO2를 사용할 때인 116.26μS/μm 보

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600K일 때 역시 61.80μS/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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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78.78μS/μm로 기존의 29.92μS/μm 보다 증가해

스위칭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문턱전압은

300K일 때 Al2O3는 2.19V, HfO2는 2.75V 감소하며,

600K일 때는 각각 1.64V, 2.16V 감소한다. 따라서

작은 전압에도 쉽게 trigger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력 소비 측면에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결론적

으로 high-k gate dielectric 물질을 사용할 시 BV

는 감소하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고, 온 저항 감소,

문턱전압 감소 그리고 gm가 증가하고 그 변화량은

유전 상수가 더 큰 HfO2가 Al2O3보다 크다. 또한

온도가 증가해도 기존의 SiO2를 사용한 소자보다

HfO2와 Al2O3를 사용했을 때, 개선된 전기적 특성

을 갖고 둘 중에서도 유전 상수가 더 큰 HfO2가

Al2O3보다 더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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