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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Termination을 위해 Tilt-Implantation을 이용한

SiC Trench Schottky Diode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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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usage of tilt-implanted trench Schottky diode(TITSD) based on silicon carbide is proposed.

A tilt-implanted trench termination technique modified for SiC is proposed as a method to keep all the

potentials confined in the trench insulator when reverse blocking mode is operated. With the side wall doping

concentration of 1x1019cm-3 nitrogen, the termination area of the TITSD is reduced without any sacrifice in

breakdown voltage while potential is confined within insulator. When the trench depth is set to 11um and the

width is optimized, a breakdown voltage of 2750V is obtained and termination area is 38.7% smaller than that

of other devices which use guard rings for the same breakdown voltage. A Sentaurus device simulator is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TSD. The performance of the TITSD i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trench Schottky diod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de)를 기반으로 한 tilt-implanted trench Schottky diode(TITSD)를 제

안한다. 4H-SiC 트랜치 쇼트키 다이오드(trench Schottky diode)에 형성되는 트랜치 측면에 경사 이온주입

(tilt-implantation)을 하여 소자가 역저지 상태(reverse blocking mode)로 동작 시 trench insulator가 모든 퍼텐셜

(potential)을 포함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그 특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TITSD는 트랜치의 측면(sidewall)

에 nitrogen을 1x10
19
cm

-3
으로 도밍(doping) 하여 항복전압(breakdown voltage) 특성도 경사 이온주입을 하지 않았을

때와 같게 유지하면서 trench oxide insulator가 모든 퍼텐셜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termination area를 감소시켰다.

트랜치 깊이(trench depth)를 11μm로 깊게 하고 최적화된 폭(width)을 선택함으로써 2750V의 항복전압을 얻었고, 동

급의 항복전압을 가진 가드링(guard ring) 구조보다 termination area를 38.7%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전기적 특성

은 synopsys사의 TCAD simul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존의 구조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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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실리콘 카바이드는 높은 밴드갭(bandgap) 및 임계 전

계(critical electric field), 그리고 높은 열전도성

(thermal conductivity)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전력

반도체 소자에 가장 적합한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1].

고전압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력 반도체 소자에서 가

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전기적 특성은 항복전압과

on-resistance이다. 하지만 쇼트키 다이오드는

Schottky junction edge에서 생기는 전계 집중

(electric field crowding)의 영향 때문에 항복전압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2]. 이러한 전계 집중을 줄여

항복전압을 높이기 위해 가드링[3], field plate[4],

junction termination extension(JTE)[5] 및

field-limited ring[6]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들은 항복전압을 높이기 위해

소자의 면적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자의 크기를 작게 하면서 항복전압을 높이

기 위한 구조로 트랜치 구조를 사용한다. 즉, 실리콘

(silicon)을 기반으로 한 trench termination 구조의 경

우 trench insulator에 field plate를 추가한 뒤 역바이

어스(reverse bias)를 인가하면 측면이 반전

(inversion) 되어 hole이 쌓이게 된다. 이 쌓이게 된

hole 때문에 trench insulator는 퍼텐셜을 insulator 밖

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termination area를 줄일 수 있다[7], [8]. 따라서 트랜

치 구조는 작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높은 항복전압을

가지는 구조로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실리콘 카바이드의 경우 진성 캐리어 농도

(intrinsic carrier density)가 5x10
-9
cm

-3
로 실리콘보다

(1.5x1010cm-3) 매우 낮다[1]. 이로 인해 실리콘 트랜치

쇼트키 다이오드가 트랜치 측면이 반전되는 것과 달

리[8], 실리콘 카바이드 트랜치 쇼트키 다이오드는

field plate가 존재하여도 트랜치 측면이 반전 되지 못

하여 hole이 쌓이지 못한다. 따라서 trench insulator

가 모든 퍼텐셜을 포함하지 못하고 밖으로 확장되어

소자의 termination area가 증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낮은 진성 캐리어 농도를 가지는

실리콘 카바이드에 특화한 tilt implanted trench

Schottky diode(TITSD)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조는 트랜치 측면에 n dopant를 1x1019cm-3의 고농

도로 경사 이온주입을 함으로써 역저지 상태로 동작

시에 항복전압의 변화 없이 퍼텐셜을 trench oxide

insulator에 완전히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trench

insulator의 깊이와 폭에 따른 항복전압의 변화를 관

찰하여 가드링을 사용한 구조와의 termination area를

비교하였다. 본 논문은 synopsys T-CAD simulatio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

(b) (c)

Fig 1. Cross-sections of (a) guard ring Schottky

diode, (b) Conventional trench Schottky diode and

(c) TITSD

그림 1. (a) 가드링 쇼트키 다이오드, (b)

Conventional 트렌치 쇼트키 다이오드 and (c)

TITSD의 단면도

Ⅱ. 본론

1. 제안된 소자 구조

  [그림 1]은 (a) 가드링을 이용한 쇼트키 다이오드

와 (b) conventional 트랜치 쇼트키 다이오드, 그리고

(c) TITSD의 구조를 나타낸다. TITSD는 트랜치 측

면에 경사 이온주입을 이용하여 nitrogen을 고농도로

도핑함으로서 trench oxide insulator가 모든 퍼텐셜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가드링 쇼트키 다이오드,

conventional 트랜치 쇼트키 다이오드보다 소자의

termination area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공정순서

 [그림 2]는 공정 순서도를 나타낸다. 먼저 4H-SiC

n+기판 위에 1x10
15
cm

-3
농도로 15μm의 drift region

을 에피 성장(epitaxial growth)를 이용하여 형성한다

[그림 2(a)]. 그 후 식각(etching) 공정을 이용하여 트

랜치할 부분을 형성하고[그림2(b)], 경사 이온주입을

이용하여[그림 2(c)] 측면에 n+를 도핑 한다.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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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deposition) 공정을 이용하여 oxide(SiO2)

insulator를 채워 주고 트랜치에 채운 oxide를 제외한

부분을 CMP 공정을 이용하여 제거한다[그림 2(d)].

다음으로 Si3N4로 passivation을 시켜준 후에[그림

2(e)], anode metal을 증착 시켜주어 완성한다[그림

2(f)]. 소자의 주요 공정 변수는 Table 1에 나타내었

다. 위 공정은 conventional 트랜치 쇼트키 다이오드

의 구조에서 경사 이온주입을 하는 공정[그림 2(c)]만

이 추가되었다.

(a) Epitaxial Growth (b) Trench etching

(c) Tilt Implantation (d) Oxide Deposition

(e) Passivation (f) Metal Deposition

Fig 2. Fabrication procedure of the TITSD

그림 2. TITSD의 공정 순서

Table 1. Process parameters of TITSD and Guard

Ring Schottky diode

표 1. TITSD와 guard ring Schottky diode의 주요

공정 변수

변수 TITSD
Guard

Ring

Epitaxial Width (μm) 15 15

Active (μm) 20 20

Substrate Doping (cm-3) 1x1018 1x1018

Drift Doping (cm-3) 1x1015 1x1015

3. 소자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은 역바이어스를 인가하였을 때 Si-트랜치

쇼트키 다이오드와 경사 이온주입을 하지 않은 SiC-

트랜치 쇼트키 다이오드의 potential contour를 비교

하였다. [그림 3(a)]로부터 실리콘에 기반을 둔 트랜

치 쇼트키 다이오드는 trench insulator가 모든 퍼텐

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그

림 3(b)]로부터 SiC에 기반을 둔 트랜치 쇼트키 다이

오드는 trench insulator가 모든 퍼텐셜을 포함하지

못하고 trench insulator 밖까지 퍼져 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b) (a)

Fig 3. Potential contours of (a) Si trench Schottky

diode and (b) SiC-based trench Schottky diode

그림 3. (a) Si 트렌치 쇼트키 다이오드 and (b) SiC

트렌치 쇼트키 다이오드의 potential contour

[그림 4]는 Si에 기반을 둔 트랜치 쇼트키 다이오드

측면에 역바이어스를 인가하였을 때 쌓이는 hole

density를 나타낸다. 측면에 쌓이는 hole 때문에 퍼텐

셜이 insulator에 완전히 termination 된다[8]. 따라서

가드링을 사용했을 때보다 termination area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SiC에 기반을 둔 트랜

치 쇼트키 다이오드의 경우 낮은 진성 캐리어 농도

때문에 field plate가 존재하여도 trench 측면에 hole

이 쌓이지 못하므로 [그림 3(b)]에서 보다시피 trench

Fig 4. Hole density of Si based trench Schottky diode

그림 4. Si 트렌치 쇼트키 다이오드의 hol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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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ator가 퍼텐셜을 포함하지 못한다. 따라서 퍼텐셜

이 퍼지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trench 옆에 가드링

과 같은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5]는 SiC 트랜치 쇼트키 다이오드의 trench

측면에 경사 이온주입을 사용하여 1x1016cm-3으로 도

핑 했을 때[그림 5(a)]와 1x1019cm-3으로 도핑

(a) (b)

Fig 5. Potential contour as the variation of tilt

implantation concentration (a) 1x1016cm-3 and (b)

1x10
19
cm

-3
in TITSD

그림 5. TITSD에서 경사 이온주입의 농도에 따른

potential contour (a) 1x1016cm-3 and (b) 1x1019cm-3

했을 때의[그림 5(b)] potential contour를 나타낸다.

1x1016cm-3으로 경사 이온주입을 해주었을 때도

trench termination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지만,

1x10
19
cm

-3
으로 경사 이온주입을 하였을 시 trench

oxide가 모든 퍼텐셜을 포함하였다.

 [그림 6]은 TITSD의 trench oxide depth (Dox)에 따

른 항복전압을 경사 이온주입을 파라미터로 하여 나

타내었다. 트랜치 깊이가 깊어질수록 termination의

영향이 증가하므로 높은 항복전압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트랜치 깊이를 2μm로 했을 때보다 11μm로

Fig 6. Breakdown voltage as a function of trench

depth

그림 6. Trench oxide depth에 따른 항복전압

했을 때 항복전압이 약 13.7% 향상했으며, 경사 이온

주입을 하지 않은 구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값

의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항복전압은 유지하면서

trench oxide가 모든 퍼텐셜을 포함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7]은 oxide 깊이에 따른 트랜치의 폭 변화에

따라서 항복전압을 최적화 시킨 값들을 나타내었

다.[9] 항복전압은 oxide 깊이뿐만 아니라 폭에도 영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Trench oxide width가 증가

할수록 항복전압이 증가하지만, 14μm 이상으로 증

Fig 7. Breakdown voltage as a function of trench

depth with trench width as a parameter

그림 7. Oxide 깊이, 폭에 따른 항복전압

가하면 trench의 효과가 감소하여 항복전압이 더 증

가하지 않는다.

[그림 8]은 가드링 구조와 trench termination 구조의

항복전압을 나타낸다. 가드링의 개수가 6개일 때

2300V급으로 나왔지만, 가드링이 7개 있을 때는

2750V급으로 trench termination과 같은 값을 나타내

었다[3].

Fig 8. 트렌치 쇼트키 다이오드와 가드링 쇼트키

다이오드의 항복전압

그림 8. I-V curves for TITT and Guard rings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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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a) 가드링이 7개 일 때 쇼트키 다이오드

와 (b) 경사 이온주입을 한 trench termination 쇼트

키 다이오드의 potential contour에 대해 나타내었다.

같은 항복전압을 갖지만, 가드링을 사용한 구조는

potential contour가 62μm까지 확장됐지만 trench

termination 구조는 38μm까지만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 9. Potential contour of (a) guard ring Schottky

diode and (b) TITSD

그림 9. 가드링 쇼트키 다이오드와 TITSD의

potential contour

[그림 10]은 (a) 가드링 구조와 (b) TITST의

termination area를 나타낸다. 경사 이온주입을 한 트

랜치 쇼트키 다이오드가 가드링 쇼트키 다이오드보다

termination area를 38.7% 감소시킬 수 있다.

(a) (b)

Fig 10. Top view of (a) guad ring Schottky diode and

(b) TITSD

그림 10. (a) 가드링 쇼트키 다이오드와 (b) TITSD의

top view

Ⅲ 결론

 트랜치 측면에 nitrogen을 경사 이온주입 시켜 줌으

로써 역저지 상태로 동작 시 trench oxide insulator가

모든 퍼텐셜을 포함하는 4H-SiC 트랜치 쇼트키 다이

오드 구조를 simulation을 통해 확인하였다. 제안한

구조는 경사 이온주입을 하지 않은 트랜치 쇼트키 다

이오드보다 측면에 경사 이온주입을 시킨 공정만을

추가하였다. 제안한 소자의 항복전압은 2750V로 계산

되어 경사 이온주입 하지 않은 트랜치 쇼트키 다이오

드 구조와 비교했을 때 항복전압의 감소 없이

potential contour를 trench insulator에 완전히 가둘

수 있었다. 또한, 제안한 구조는 가드링을 사용한 쇼

트키 다이오드보다 termination area를 같은 voltage

급에서 38.7% 감소시켰으며 트랜치 깊이를 11μm로

함으로서 2μm로 하였을 때보다 항복전압이 13.7% 향

상했다. 제안한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termination

area를 줄일 수 있고, SiC PiN diode 등에도 실리콘

카바이드에 최적화된 trench diode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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