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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4H-SiC trench MOSFET which can reduce on-resistance and switching losses compared to 4H-SiC planar MOSFET,

the optimization study for decrease of sub-trench was carried out. In order to decrease sub-trench, Ar reshape process was

used and trench shapes were observed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process tim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cess conditions for 1500℃ and 20 min were most effective for the suitable trench profiles. In addition, dry/wet oxidation

was performed at the Ar reshaped-samples to observe the oxidation thickness with different crystal orientations.

요 약

본 논문에서는 planar MOSFET 대비 on 저항 감소 및 스위칭 속도 개선의 장점이 있는 4H-SiC trench MOSFET응용을

위하여 trench MOSFET 중요 이슈 중 하나인 sub-trench의 개선연구를 수행하였다. sub-trench의 제거를 위하여 Ar

reshape 공정을 수행하였고, 온도와 공정시간을 변화해가며 trench 형태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1500℃, 20분 조건에

서 가장 적절한 sub-trench 완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Ar reshape 공정 이후 건식/습식 산화공정을 진행하여 결정방향에 따른

산화막 두께변화에 대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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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실리콘 카바이드(SiC)는 Si 대비 3배 정도 넓은

밴드 갭으로 인해 높은 임계 전계 및 우수한 물성

을 가지고 있어 금속 산화물 반도체 트랜지스터

(MOSFET)와 같은 고전력 반도체 소자에 광범위

하게 적용되고 있다. SiC 기반 쇼트키 장벽 다이오

드(Schottky Barrier Diode)는 상용화 수준까지 기

술이 개발되었으며, SiC MOSFET의 경우 상용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인버터 및 파워 회로에 시연

되고 있다. Trench MOSFET은 Planar MOSFET

의 온-저항(Ron)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

에 SiC 기반 분야에서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그러나 SiC는 기본적으로 매우 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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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건식 식각을 이

용한 깊이와 형상을 제어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플

라즈마 데미지로 인해 식각 영역의 표면 거칠기가

상당히 높은 단점이 있다. Trench MOSFET에서

는 채널의 형성이 측벽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표

면 거칠기는 채널 캐리어 이동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트렌치 바닥면의 마이크로 트렌치(Sub-trench)

는 트렌치 영역 모서리에 전계 집중(Field crowding)

을 유발해 항복전압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trench

MOSFET을 구현함에 있어서 트렌치 영역의 측벽

과 바닥면을 둥글게 교정하는 reshape 공정은 필수

적이다. 현재 트렌치 reshape 공정은 대부분 140

0℃ 이상의 온도에서 수소 분위기 열처리로 진행되

고 있다 [2]. 그러나 수소 열처리를 이용한 방식은

공정비용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iC 기반 트렌치 구조를 형

성하기 위해 기존의 Si 용 건식식각 장비를 사용하

여 선폭과 깊이를 제어한 후 Ar을 이용한 reshape

공정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Ar을 이용한 reshape 공정이 게이트 산화막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Ⅱ. 본론

1.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4° off-axis 된 4H-SiC 기판(Cree

사) 위에 8 μm 두께의 n-형 4H-SiC (N= 8×1015

cm-3) 에피 층을 성장한 웨이퍼를 사용하였다. 준

비 된 4H-SiC은 피라나(H2SO4:H2O2= 4:1) 세정 공

정을 거친 후, 2 μm 두께의 SiO2를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법(PECVD)으로 성막하였다(그림. 1(a)).

일반적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 1-3 μm 폭

의 선형 패턴을 형성한 뒤,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반

응성 이온 식각 장비(ICP-RIE)를 사용하여 SiO2을

국부적으로 식각하였다(그림. 1(b)). 산소 플라즈마

공정으로 감광물질을 제거한 후, ICP-RIE를 사용

하여 트렌치 구조를 위한 건식식각을 진행했다(그

림. 1(c)). 건식식각은 700 W의 소스 파워, SF6:O2

= 150:25 sccm 분압의 가스 분위기에서 300 초 동

안 진행하였다. SiC 트렌치 깊이는 약 1.3 μm로 측

정되었다. 마지막으로 trench Etch의 마스크로 사

용된 SiO2 막은 BOE(Buffer Oxide Etchant) 용액

에서 제거되었다(그림. 1(d)). Ar reshape 공정은

1100-1700℃의 범위에서 10-30분 동안 진행하였다.

트렌치 단면은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관

찰하였으며, 표면 거칠기는 원자힘현미경(AFM)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Fig. 1. Procedures of trench etching.

그림 1. 트렌치 에칭 과정

2. 결과 및 고찰

우선 Ar reshape공정에 의한 라운딩 효과를 비교

하기 위해 reshape 공정을 하지 않은 trench 식각

된 SiC 에피 웨이퍼의 단면을 SEM 이미지로 확인

하였다(그림. 2(a)). Ar reshape 공정 전에는 trench

개구부는 모서리져 있으며 바닥면에는 Sub-trench

가 발생해서 뽀족해져 있었다. Ar reshape 공정에

의한 라운딩 효과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과도한 조

건이라 생각되는 1700℃ 온도와 30분의 공정시간

으로 진행한 샘플의 SEM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Ar 어닐 공정에 의해 trench 개구부는 둥근 모서리

모양을 가지며, 바닥면의 Sub-trench도 둥글게 라

운딩 되어 있었다. 하지만 1700℃의 고온에서의 오

랜 시간동안 공정을 진행한 결과 trench 윗면의 거

칠기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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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images for 10 min Ar reshaped samples at

(a) 1100℃, (b) 1300℃, (c) 1400℃,

(d) 1500℃, and (e) 1600℃, respectively.

그림 3. 10분 동안 Ar reshape한 샘플의 SEM 이미지.

(a) 1100℃, (b) 1300℃, (c) 1400℃, (d) 1500℃,

(e) 1600℃.

Fig. 4. SEM images for 20 min Ar reshaped samples at

(a) 1400℃, (b) 1500℃, and (c) 1600℃, respectively.

SEM images for dry/wet oxidation and poly-Si

deposition by LPCVD on Ar reshaped samples at

(d) 1400℃, (e) 1500℃, and (f) 1600℃, respectively.

그림 4. 20분 동안 Ar reshape한 샘플의 SEM 이미지. (a)

1400℃, (b) 1500℃, (c) 1600℃. 건식/습식 산화공정

및 poly-Si LPCVD성장한 샘플의 SEM 이미지. (d)

1400℃, (e) 1500℃, (f) 1600℃.

Fig. 2. SEM images for (a) as-etched sample and

(b) Ar reshaped sample for 30 min at 1700℃,

respectively.

그림 2. (a) Ar reshape 공정 전 샘플 및 (b) 1700℃ 30분

조건 Ar reshape 공정 샘플의 SEM 이미지

그림 3은 온도 및 공정시간별 라운딩 효과를 확

인한 이미지이다. 1100℃에서 1600℃까지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10분간 Ar reshape 공정을 진행하였

다. 그림 3에서 보듯 1100℃에서는 trench 개구부

도 모서리져 있으며, Sub-trench도 reshape 공정

전의 샘플처럼 뽀족해져 있었다. 또한 표면 거칠기

는 낮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300℃에

서 10분간 Ar reshape 공정을 진행한 샘플도 110

0℃에서와 마찬가지로 개구부와 Sub-trench는 모

서리져 있으며 표면 거칠기도 낮은 형태를 보였다.

1400℃에서 10분 동안 진행된 샘플부터 trench 개

구부와 sub-trench의 라운딩이 시작되었다. 개구부

는 여전히 모서리져 있으나 라운딩이 시작되는 형

상을 보이고 있으며, sub-trench는 Ar reshape 공

정 전에 비해 명확히 라운딩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00℃와 1600℃에서 진행한 샘플의 개

구부는 1400℃와 큰 차이는 없으나 Ar에 의한 라

운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sub-trench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두 결과 모두

여전히 sub-trench의 모양이 있으므로 항복전압

개선에 있어서 trench MOSFET에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운 결과이다. 우리는 sub-trench의 라운딩 효

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 라운딩 효과가 시작

되는 1400℃의 온도에서 Ar reshape 공정 시간을

20분으로 증가시키고 표면의 거칠기를 AFM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4에서 보듯이 20분 reshape한 샘플들은 10분

reshape한 결과보다 라운딩 효과는 매우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00℃에서 20분 동안 진행한

샘플은 개구부의 모서리에서도 라운딩 효과가 나

타났으며 sub-trench에서도 라운딩 효과가 뚜렷해

졌다. 윗면의 거칠기는 낮았으나 trench 측벽의 거

칠기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a = 0.7 nm).

1500℃에서 20분 동안 Ar reshape 진행한 샘플의

개구부의 모서리는 완만하게 라운딩 되었으며, sub-

trench는 완전히 없어졌다. 윗면의 거칠기는 140

0℃의 결과보다는 거칠어졌지만 trench 측벽의 거

칠기는 낮아 졌다(Ra = 3.4 nm). 1600℃에서 20분

동안 공정 진행한 결과는 라운딩이 매우 잘 이루어

졌다. Trench의 개구부는 모서리 없이 라운딩이 부

드럽게 진행되었으며, sub-trench의 형태는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윗면의 거칠기는 다른 온도에 비

해서 매우 높아 졌다(Ra = 5.7 nm).

Trench 개구부, sub-trench, 윗면의 거칠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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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1500℃의 온도에서 20분간

Ar reshape 진행한 조건이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Ar reshape 공정 후 산화공정

을 진행할 때 결정면에 따른 산화막 성장률을 확인

하기 위해 건식산화와 습식산화 공정으로 산화막

을 형성한 뒤 저압화학기상증착장비(LPCVD)를 이

용하여 폴리실리콘을 증착하였다.

Trench에서 산화공정에 의한 산화률은 결정방향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윗면과 아랫면은 Si-face

로 동일하므로 비슷한 두께의 산화막이 성장되었

으며, 측면은 a-face 또는 m-face로 Si-face에 비

해 두껍게 산화막이 성장되었다. 추후 산화막을 균

일하게 성장시키는 공정 방법의 연구가 요구된다.

SiC웨이퍼를 trench 식각한 후 라운딩하는 공정

은 여러 논문에서 발표되어 왔다 [2], [3]. 일반적으

로 많은 연구기관에서 Si 공정에 적용되고 있는 고

온 H2 reshape 공정을 사용하여 라운딩 공정을 수

행하고 있다. H2 어닐 공정의 경우 H2 이온이 표면을

식각하여 sub-trench를 라운딩 하지만 Ar reshape

경우는 이와는 반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trench의 깊이는 Ar reshape 공정 전에 비해서 얕

아짐을 알 수 있다.

Fig. 5. SEM images for (a) as-etched sample and

(b) sample after Ar reshape process, respectively.

그림 5. (a) Ar reshape 공정 전, (b) Ar reshape 공정 후의

샘플의 SEM 이미지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SiC trench MOSFET 공정에서의

핵심인 trench 형상과 라운딩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

하였다. 고온에서의 Ar reshape 공정으로 sub-trench

를 라운딩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0

0℃에서 20분 동안 Ar reshape 공정을 진행할 경

우 trench 개구부와 sub-trench가 가장 효과적으로

라운딩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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