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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준위 결함에 의한 SiC SBD 전기적 특성에 

대한 영향 분석

The effect of deep level defects in SiC on the 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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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C is a power semiconductor with a wide bandgap, high insulation failure strength, and thermal conductivity, 

but many deep-level defects. Defects that appear in SiC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efects that appear in 

physical properties and interface traps that appear at interfaces. In this paper, Z1/2 trap concentration 0 ∼ 9×1014

cm-3 reported at room temperature (300 K) is applied to SiC substrates and epi layer to investigate turn-on 

characteristics. As the trap concentration increased, the current density, Shockley-read-Hall (SRH), and Auger 

recombination decreased, and Ron increased by about 550% from 0.004 to 0.022 mohm.

요  약

SiC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핵심 재료로 넓은 밴드갭과 높은 절연파괴강도,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지만 deep level defect와 같

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결함이 존재한다. SiC에서 나타나는 defect는 물성에서 나타나는 defect와 계면에서 나타나는 

interface trap 2가지로 나뉜다. 본 논문은 상온 (300 K)에서 보고되는 Z1/2 trap concentration 0 ∼ 9×1014 cm-3을 SiC substrate

와 epi layer에 적용하여 turn-on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류밀도와 SRH(Shockley-Read-Hall), Auger recombination을 통

해 구조 내 재 결합률을 확인하였다. trap concentration이 증가할수록 turn-on시 전류밀도와 재 결합률은 감소하며 Ron은 

0.004에서 0.022 mΩ으로 약 550%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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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Silicon carbide(SiC)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에 사용하

는 재료로서, Silicon(Si)대비 넓은 bandgap과 높은 절

연파괴강도,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다[1]-[4]. 하지만 SiC 

epi-layer 성장 시 온도에 따라 넓은 energy band 내 

다양한 결함(deep level defect/trap)이 나타난다[5], 

[6]. Energy band 내에 존재하는 의도치 않은 defect는 

carrier trapping의 증가로 carrier lifetime의 감소를 

야기하며 누설전류를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

생된다. 일반적으로 Z1/2와 같은 deep level defect는 

소자의 구조 및 위치에 따라 2가지로 정의된다. Interface 

trap은 MOS(Metal Oxide Semiconductor)와 같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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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BD Structure used for simulation.

그림 1.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SBD 구조

도체와 산화물의 계면(interface)에 channel이 형성될 

때, electron 또는 hole carrier가 빈 공간(trap)에 포

획, carrier charge가 증가하며 소자의 turn-on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앞서 명시한 바와 같이 

epi-layer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defect가 있다. 이것은 

carrier lifetime killer라고 불리며 SiC substrate, 

epi-layer가 가지고 있는 carrier mobility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SiC의 substrate 및 epi-layer

의 trap concentration에 의한 SBD(Schottky Barrier 

Diode)의 전기적 특성 변화를 보고자 Synopsys사의 

Sentaurus TCAD를 사용하여 SiC기반 SBD를 설계하

고 substrate 및 epi-layer에 defect인 Z1/2 trap을 적

용하였다.

Ⅱ. 본론

1. 실험방법

그림 1과 표 1은 Sentaurus TCAD를 이용한 SiC기반 

SBD 구조와 설계 parameter를 보여준다. N-type 불순

물인 phosphorus를 사용하여 doping concentration

을 조절하였으며 SBD의 top 전극인 Anode는 schottky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니켈(Ni)의 일함수(work function) 

5.1 eV를 적용하였다. Epi-layer thickness 5 ㎛, doping 

concentration 1×1015 cm-3이며 substrate thickness 

10 ㎛, doping concentration 1×1019 cm-3이다. 

Table 1. SBD Structure Parameter.

표 1. SBD 구조 파라미터

Parameters Value Unit

Pitch 5 ㎛

Epi Thickness 5 ㎛

Epi Doping Concentration 1×1015 cm-3

Anode Pitch 3.2 ㎛

Anode Metal Workfunction 5.1 eV

상온(300 K)에서 발견되는 SiC의 defect인 Z1/2 trap 

concentration에 따른 전기적 특성을 시뮬레이션 구현 

및 관찰을 위해 SiC defect physics와 SRH(Shockley- 

Read-Hall) doping dependence 및 Auger recombi- 

nation 수식을 이용한다.

가. Defect Physics

DLTS(Deep Level Transient Spectroscopy)와 같

은 측정 분석 장비를 통해 SiC defect의 종류와 특성이 

보고되었으며 이를 통해 SiC material physics에 표 2

와 같이 Z1/2 trap 특성을 적용하였다[10], [11].

Table 2. Z1/2 Trap parameter.

표 2. Z1/2 Trap 파라미터

Parameters Value Unit

Et 0.67 eV

Nt 0 ∼ 9×1014 cm-3

σn 2 × 10-14 cm2

σp 3.5 × 10-14 cm2

Z1/2는 conduction band(acceptor level)로 부터 약 

0.67 eV 깊이에서 관찰되며 electron 및 hole cross 

section의 크기는 일정하다. 하지만 trap concentration

은 물질마다 차이가 관찰되며 전기적 특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SiC의 substrate 및 epi-layer에서 Z1/2 trap concent- 

ration은 2×1014 ∼ 3×1015 cm-3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trap concentration은 영역의 최대 doping concentration

을 초과할 수 없으며 epi-layer의 doping concentration 

1×1015 cm-3을 초과하지 않는 9×1014 cm-3를 최댓값

으로 설정하여 trap concentration에 따른 전기적 특성

을 확인하고자 한다[12].

나. SRH Recombination Model

SRH recombination은 electron과 hole이 direct 

recombination하지 않고 conduction band의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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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rrent density to cross-section for (a) non-trap 

SBD, (b) Z1/2 trap concentration 9×1014 cm-3 

SBD structure.

그림 2. (a) non-trap SBD와 (b) Z1/2 trap concentration 

9×1014 cm-3 SBD 구조의 전류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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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V characteristics on (a) linear and 

(b) semi-log plot for trap concentration.

그림 3. Trap concentration에 따른 I-V (a) 리니어, 

(b) 로그 특성

이 trap에 들어간 뒤 trap에서 valance band의 hole과 

recombination 한다.

Z1/2 trap concentration의 증가에 따른 SiC 내부 

trap concentration을 계산하기 위해 SRH(Shockley- 

Read-Hall) recombination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Sentaurus device에서 수식 1을 제공한다[13].


   




 (수식 1)

τp는 hole의 minority carrier lifetime, τn은 

electron의 minority carrier lifetime을 뜻하며 trap

의 에너지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이다. Ni,eff는 

effective intrinsic carrier density를 뜻하며 이것은 

trap concentration과 trap이 electron과 hole carrier

를 얼마나 포획하는지에 대해 결정된다. n1과 p1은 trap

이 갖는 에너지 위치를 나타내며 Etrap을 온도와 나누어 

Ni,eff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Etrap은 conduction 

band 또는 acceptor level 에서의 defects level 차이

로 표 2와 같이 0.67 eV를 적용하였다[14].

다. Auger Recombination Model

Auger recombination은 carrier가 conduction 

band에서 valance band로의 direct recombination 

현상과 유사하다. Conduction band에서 electron이 

hole과 recombination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인해 

conduction band에 존재하는 electron이 conduction 

band 내부로 깊게 밀려난다[15]. 수식 2와 같이 Auger 

recombination을 나타낼 수 있으며 SRH recombination

과 동일하게 온도, carrier lifetime, effective intrinsic 

carrier density에 의해 값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식 2)

온도와 doping concentration에 의해 변동되는 

Auger 계수 electron(Cn), hole(Cp) carrier를 적용할 

수 있다.

Ⅲ. 결과

그림 2-(a), (b)는 Z1/2 trap concentration 0(non-trap)

과 9×1014 cm–3을 적용한 SiC SBD 구조의 current 

density를 보여준다. 범주는 100 ∼ 1500 A×cm-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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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trap concentration cross-section of SRH 

recombination rate.

그림 5. Trap concentration에 의한 쇼클리-리드-홀 재결합 

비율 단면

Fig. 6. The trap concentration cross-section of Auger 

recombination rate.

그림 6. Trap concentration에 의한 오제 재결합 비율 단면

설정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b)에서 볼 수 있듯이 Z1/2 trap을 보유한 SBD 

구조에서 current density가 non-trap SBD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 전류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trap 

concentration을 특정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non- 

trap에서 trap concentration 9×1014 cm-3으로 점차 

증가시키며 순방향 전류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설계된 SBD의 turn-on은 1.5 V

로 동일하지만 Z1/2 trap concentration의 증가에 따라 

current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Ron은 증가하게 된다. 

trap이 없는 non-trap SBD의 Ron은 0.004 mΩ, Z1/2 

trap concentration 최댓값인 9×1014 cm-3이 적용된 

SBD는 0.022 mΩ으로 약 550 %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Trap concentration이 1×1012 cm-3까지 Ron

은 0.004 mΩ으로 non-trap 구조와 유사한 순방향 전

류특성을 보였으며, trap concentration 1×1014 cm-3 

이상부터 전류량은 확연히 감소하며 Ron은 0.006 mΩ

에서 0.022 mΩ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trap concentration 증가에 따른 Ron 증가량을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Turn-on시, doping concentration 차

이에 의해 epi-substrate 경계에서 trap concentration

에 의한 carrier간 recombination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되며 이에 따른 SRH recombination과 Auger 

recombination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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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on characteristics on semi-log plot for trap 

concentration.

그림 4. Trap concentration에 따른 Ron 로그 특성

그림 5와 6은 trap concentration에 따른 SRH 

recombination과 Auger recombination을 보여주며 

그림 5, 6의 (a) ∼ (f)는 각각 Z1/2 trap concentration 

0, 1×107, 1×1010, 1×1012, 1×1014, 9×1014 cm-3을 

갖는 SBD 구조이다. 각각의 recombination은 순방향 

전압 5 V에서 측정된 값이며 범주는 5×10-7 ∼ 3×105 

cm-3/s를 Log값으로 치환하여 나타내었다. Doping 

concentration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epi-layer와 

substrate의 경계면인 total thickness 5 ㎛ 지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recombination이 발생하는 것을 관측하

였다.

그림 5와 6의 (d)구조는 Z1/2 trap concentration 

1×1012 cm-3을 적용한 SBD이며, SRH recombination

과 Auger recombination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Z1/2 trap concentration이 1×1012 cm-3

부터 점차 증가할수록 recombination rates가 크게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rap concentration의 

증가는 trap의 물리적인 개수의 증가를 뜻하며 SBD의 

turn-on시 Anode에서 Cathode로 이동하는 전자가 특

정 energy band level 또는 trap에 갇히는 것으로 풀이

가 가능하다. 이것에 의해 그림 2와 같이 순방향전압 인

가 시, trap에 의해 전류밀도가 크게 감소하고 저항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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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SiC의 다양한 결함들은 energy band gap 내의 깊은 

준위를 가지고 분포할 수 있다. Trap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열에 의해 다양한 energy band에서 

나타나며 상온 300 K 전후로 발생하는 Z1/2를 SiC 물질

에 직접 정의하여 Z1/2 trap concentration에 따른 SBD

의 특성변화를 관찰하였다. Z1/2 trap concentration 0 

∼ 9×1014 cm-3로 점차 증가했을 때, trap concentration 

1×1012 cm-3까지 trap이 존재하지 않는 SBD와 전기적 

특성이 유사하였으며 1×1013 cm-3 이후 전류밀도가 급격

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류밀도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turn-on시 SRH과 Auger recombination

을 관찰하였다. Doping concentration의 급격한 차이

가 발생하는 epi-substrate 접합면에서 recombination

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current density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trap concentration 1×1012 cm-3 이후 

recombination 발생이 매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Turn-on시 Anode에서 Cathode로 이동하는 electron 

carrier가 특정 energy band level 또는 trap에 물리적

으로 갇혀 전류 이동에 방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SiC 

기반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substrate의 

제작, epi-layer 성장 시 발생하는 물리적인 defect와 

energy band level내 발생하는 trap의 개선이 필수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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