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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neutron irradiation on the properties of SiC Schottky Diode has been investigated. 

SiC Schottky diodes were irradiated under neutron fluences and compared to the reference samples to 

study the radiation-induced changes in device properties. The condition of neutron irradiation was 3.1×1010 

n/cm2. The current density after irradiation decreased from 12.7 to 0.75 A/cm2. Also, a slight positive 

shift (ΔVth= 0.15 V) in threshold voltage from 0.53 to 0.68 V and a positive change (ΔΦB= 0.16 eV) of 

barrier height from 0.89 to 1.05 eV have been observed by the neutron irradiation, which is attributed to 

charge damage in the interface between the metal and the SiC layer. 

Keywords: Neutron, 4H-SiC, Schottky diode, Barrier height, Threshold-voltage, Current density

                                                                                                          

1. 서 론　  

최근, 반도체에 한 고에 지 입자선의 향에 한 

연구가 실행되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자 조사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

존의 반도체 소자는 고에 지 입자선에 하여 낮은 

항과 동작 온도 범 에 크게 제한되어 있다 [1,2].

반면, 탄화규소 (silicon carbide) 소재를 이용한 소자

는 방사선 입자에 한 항이 크고, 높은 온도에서 안

정 으로 동작하며, 넓은 밴드갭 (wide band-g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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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V)을 가진다 [1,3]. 그래서 실리콘 (silicon) 소재

를 이용한 소자에 비해 화학  (chemical) / 성자  

(neutronic)으로 안정함을 보인다. 그러므로 탄화규소 

(SiC) 소재를 이용한 소자는 고온에서 동작하며 높은 

력 범 를 가지는 소자로서 효율을 높이기 해 여러 

가지 소재  소자에 하여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에 있다 [4,5].

반도체 소자가 군사, 우주, 자 분야 등에서 응용되려

면 고에 지를 갖는 양성자 (proton), 성자 (neutron)의 

노출에서도 동작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잠재력을 

갖는 탄화규소 (SiC) 소재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에서 

성자 조사 (neutron irradiation)가 반도체 물질  

반도체 소자의 특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5-8]. 

최근 몇 년간 방사선 노출에 하여 성자 검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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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자를 

검출하기 하여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센서 

개발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고, 그 가운데 특히 

Schottky diode를 이용한 센서가 주목받고 있다 [9].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SiC) Schottky diode를 제

작하여 성자를 조사하 으며, 조사 후 변하는 소자의 

문턱 압 (threshold voltage), 유효장벽 높이 (barrier 

height), 류 도 (current density) 등과 같은 기  

특성을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SiC Schottky diode

의 단면 구조를 나타냈다. 탄화규소 (SiC) epitaxial 

layer (6 μm thickness, n-type)를 고도핑한 4H-SiC 

substrate 에 성장시켰다. 뒷면의 오믹 합 (ohmic 

contact)은 e-beam evaporation 공정으로 100 nm 두

께의 Ni 박막을 입히고, 그 후 90  동안 950℃의 질

소 환경에서 RTA (rapid thermal annealing) 공정을 

하 다. 포토 리쏘그래피 (photo-lithography)와 e-beam 

evaporation을 사용하여, 4H-SiC 웨이퍼 앞면 100 

nm 두께의 Ni 박막을 증착하 다. 그리고 Ni metal 

은 lift-off 공정으로 지름 1 mm의 원형 패턴을 형성

하여 4H-SiC Schottky diode를 제작하 다.

성자 조사는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의 HANARO (advanced neutron 

application reactor)로 진행하 다. 성자는 60  동

안 3.1×1010 n/cm2의 세기로 조사하 다.

기  특성을 확인하기 해 반도체 분석 장비인 

Keithley 4200-SCS를 이용하여 current-voltage 

(I-V), capacitance-voltage (C-V)을 측정하 다. SiC 

Schottky diode의 성자 조사 과 후의 기  특

성을 비교한 후, 성자 조사의 효과를 분석하 다. 

Forward current density가 10-3 A/cm2일 때, 문턱

압을 확인하 으며 current density는 forward 

voltage 3 V에서 확인하 다. Barrier height은 

capacitance-voltage (C-V) 측정을 통하여 확인하

다.

3. 결과  고찰

탄화규소 (SiC) 소재를 이용하여 Schottky diode를 

Fig. 1. Schematic cross-section of 4H-SiC Schottky diode 

structure.

Fig. 2.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f SiC 

Schottky diode. (a) pre- irradiation, (b) post-  irradiation.

제작하고 성자 조사를 하여 조사 의 기  특성

과 조사 후의 기  특성을 비교하여 성자 조사가 

소자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SiC Schottky diode 

의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미지로 

(a)는 성자 조사 의 SiC Schottky diode이며, (b)

는 성자 조사 후의 SiC Schottky diode이다. SEM 

이미지를 확인하 을 때, 성자 조사에 의하여 소자 

표면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  

특성이 변하 을 것이라 단된다.

그림 3은 제작한 SiC Schottky diode의 성자 조

사 과 조사 후의 current density-voltage (J-V)로 

성자 조사 의 문턱 압은 V= 0.53 V (at IF= 10
-3 

A/cm2)이었으며, 조사 후의 문턱 압은 V= 0.68 V 

(at IF=10
-3 A/cm2)이었다. 성자 조사 후의 문턱

압이 조사 의 문턱 압에 비하여 약 ΔV= 0.15 V 

증가한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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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V curve of simulation and measurement with 

pre- and post- neutron irradiation at log scale. The 

radiation fluences of up to 3.1×10
10
 n/cm

2
.

한, 성자 조사 의 류 도는 12.7 A/cm2 

(at V=3 V)이었으며, 조사 후의 류 도는 0.75 

A/cm2 (at V= 2.5 V)이었다. 성자 조사 후의 류 

도가 조사 과 비교하여 감소 (ΔJ= 11.95 A/cm2) 

한 것을 확인하 다.

그림 4는 성자 조사 과 조사 후 소자의 문턱

압 (Vth) 과 유효 장벽 높이 (ΦB)의 평균값을 나타내

었다. 성자 조사 후의 문턱 압과 유효 장벽 높이 

모두 증가하 다. Ni과 탄화규소 (SiC)의 Schottky 

contact에 Gammy-Ray, 성자 등의 방사선을 조사

하여 방사선과 격자의 충돌에 의한 결함의 형성과 이

에 따른 기  특성 변화가 보고된 바 있다 [10,11]. 

내부에 결함이 형성되는 Ni과 탄화규소 (SiC)의 계면

에 향을 주어 유효 장벽 높이가 증가하여 문턱 압

이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Capacitance-voltage 

(C-V) 측정은 실온에서 1 MHz의 주 수에서 진행하

다. 이 측정을 통하여 voltage 축을 포함한 1/C2-V 

특성의 직선 편을 확인하며, 다음 식 (1)을 통하여 

유효 장벽 높이의 값을 얻을 수 있다.

                               (1)

식 (1)에서, 가 압 편이며, 은 도 의 

최소 에 지와 n-type SiC의 페르미 의 차이 

[  ∙ ln  ]이며, 는 300 K에서 

4H-SiC의 도 의 상태 도 (1.66×1019 cm-3)이다.

Fig. 4. The average value of (a) threshold voltage and 

(b) barrier height with pre- and post- neutron 

irradiation. The squares are the average value of the 

data and the error bars are the standard deviation.

Table 1. The electrical parameters of Ni/4H-SiC 

Schottky diodes obtained pre- and post- irradiation. The 

Thresholc voltage (Vth), current density have been 

calculated from I-V characteristics and barrier height (Φ

B), from C-V measurements.

ΦB Vth Current density

(eV) (V) (A/cm2)

Pre-

Irradiation
0.89 0.53 12.7

Post-

Irradiation
1.05 0.68 0.75

의 식 (1)을 이용하여 성자 조사 과 후의 유

효 장벽 높이를 비교하 을 때, 조사  (0.89 eV) 보

다 조사 후 (1.05 eV) 약 ΔΦB= 0.16 eV 증가한 것을 

확인하 다. 외에 문턱 압도 조사  (0.53 V) 보다 

조사 후 (0.68 V) 약 ΔVth= 0.15 V 증가하 으며, 

류 도는 조사  (12.7 A/cm2) 보다 조사 후 (0.75 

A/cm2) 약 ΔJ= 11.95 A/cm2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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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iC 소재에 기반한 Schottky diode

를 제작하여 성자 조사 과 조사 후의 기  특

성을 비교 분석하 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유효 장벽 높이의 경우 조

사  (0.89 eV)보다 조사 후 (1.05 eV) 약 ΔΦB= 

0.16 eV 증가하 고, 문턱 압은 조사  (0.53 V)보

다 조사 후 (0.68 V) 약 ΔVth= 0.15 V 증가하 으며, 

류 도는 조사  (12.7 A/cm2)보다 조사 후 (0.75 

A/cm2) 약 ΔJ= 11.95 A/cm2 감소함을 확인하 다. 

이는 성자 조사로 인하여 격자의 구조  Ni과 탄

화규소 (SiC)의 계면에 향을 주어 유효 장벽 높이

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단된다. 본 연구는 

성자 조사가 탄화규소 (SiC)를 기반으로 하는 소자

의 특성 변화를 측 가능하며, 고에 지 입자가 발

생하는 군사, 우주, 자 분야 등에 응용하기 한 연

구에 기반 가능할 것이라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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