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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Si기반 전력반도체의 물성적 한계로 인해 스위칭 반도체의 발전 속도가 떨어지고, 더 이상의 성능향상을 기

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Si기반보다 우수한 물성을 가진 SiC 기반 전력반도체가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스

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뚜렷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SiC기반 전력반도체의 시스템 설계에 대한 타당

성과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하여, 1kW급의 DC-DC컨버터를 설계 및 제작하고 스위칭 주파수, 듀티비, 전압, 전류의 

변화 조건 속에서 Si기반 전력반도체와 실험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각 시스템 부하별 입․출력을 통한 효율을 

분석 및 Si MOSFET 대비 SiC MOSFET의 우수한 스위칭 성능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동일한 구동 조건에서 SiC 
MOSFET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Recently, due to physical limitation of Si based power semiconductor, development speed of switching  power 
semiconductors is falling and it is difficult to expect any further performance improvements. SiC based power 
semiconductor with superior characteristic than Si-based power semiconductor have been develop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however, there is not method to apply for real system. Therefore, suggested the feasibility and 
solution for SiC-based power semiconductor system. design to 1kW class DC-DC boost converter and demonstrated 
the superiority of SiC MOSFET under the same operating conditions by analyzing switching frequency, duty ratio, 
voltage and current, and comparing with Si based power semiconductor through experimental efficiency according to 
each system load. The SiC MOSFET has high efficiency and fast switching speed, and can be designed with small 
inductors and capacitors which has the advantage of volume reduction of the enti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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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력반도체는 20세기 중반 Si(Silicon) 기반의 다이

오드, 사이리스터 등이 상용화 되고 1980년도 후반에 

IGBT가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전력변환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IGBT의 발전을 통해 소자의 전류밀도 

측면에서 매 10년간 5~6배의 전류밀도 향상 등의 특성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전으로 전력반도체 시장

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10%에 달하는 거대 시장을 

형성하였으나 기존 실리콘기반 재료의 물성적 한계로 

인해 최근 발전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더 이

상의 성능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기

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 전력반도체 업계는 실

리콘보다 우수한 물성을 가진 탄화규소 (SiC) 및 질화

갈륨 (GaN)을 이용하여 전력반도체소자를 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후변화 및 화석자원 고

갈 그리고 일본의 원전사고 등으로 기존의 전기시스템

에서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저손실 전력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는 추세

이다[1].

SiC (silicon carbide, 탄화규소)는 실리콘에 비하여 

밴드갭이 넓은 이른바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wide 

bandgap semiconductor)이다. 전력반도체에 사용될 물

질로 거론되는 와이드 밴드갭 소재로는 SiC, GaN, 다이

아몬드 등 여러 반도체 재료들이 있으나 에피탁시 및 

반도체 단결정 성장 등 재료기술의 성숙도, 소자 제조

공정 상의 용이성 면에서 SiC가 여타 재료들을 압도하

고 있으므로 현재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

한 전력반도체 재료로 간주되고 있다[2].

SiC 전력반도체를 이용하여 전력변환장치를 구성하

면 기존의 Si 전력반도체를 이용한 전력변환 장치보다 

높은 효율 및 소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SiC 전력반도체를 실제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적․결과론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Si 전력반도체와  SiC 전력반도체를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고, 1kW급 

Boost Converter를 통하여 부하에 따른 효율과 변화되

는 특성을 비교하였다. 

Ⅱ. SiC 전력반도체의 특성

전력반도체로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높

은 항복전압, 적은 손실, 높은 전류분담능력이 필수적

으로 요구 된다. 그림 1은 현재 전력반도체로서 가장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Si와 SiC를 반도체 물성 관점

에서 비교한 것이다.

Fig. 1 SiC and Si Property Comparison

SiC는 전력반도체 재료로서의 우수한 물질 특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절연파괴전계가 3×106V/㎝로 실리콘

의 약 10배, 에너지 밴드갭은 3.26eV로 Si의 약 3배, 열

전도도는 3.7W/cm·K으로 실리콘의 약 3배로서, 이를 

쉽게 요약하자면 SiC는 Si에 비하여 높은 항복전압을 

가지면서도 손실은 적고 열방출 특성은 우수하며 고온 

및 고방사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반도체 재료라고 정

의할 수 있다[3, 4].

절연파괴전계가 Si에 비해 10배 높은 것으로 인해 

SiC 전력반도체를 구현할 경우 Si 전력반도체보다 전

압저지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통전손실이 작은 고전압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그에 따라 SiC 전력반도체는 Si 

전력반도체와 비교하여 단위 면적당 발열량을 적게 할 

수 있기에 전력반도체의 발열에 따른 냉각시스템을 간

단히 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소형, 경량화를 

이룰 수 있다. 또 에너지 밴드갭이 약 3배 크고 열전도

도 3배이기 때문에 Si 전력반도체의 최대 동작 온도인 

250℃보다도 훨씬 높은 온도인 300~500℃까지의 고온

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사용상의 용

이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SiC전력반도체는 Si 전력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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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 보다 약 2배 빠른 전자포화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전력변환장

치 측면에서는 손실이 적기 때문에 대전력화가 수월해

진다. SiC 전력반도체를 사용함으로서 절감 되는 손실

은 전력변환장치에서의 대폭적인 손실 절감으로 이어

진다[5-7].

Ⅲ. 소자 특성 비교

SiC MOSFET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i 

MOSFET 와의 소자 특성을 비교하여 표 1에 정리하

였다.  

Table. 1 Comparision between SiC MOSFET and Si 
MOSFET

Parameter SiC MOSFET Si MOSFET

 1200V 1200V

 10A 12A

 450mΩ 1.3Ω

 17ns 25ns

 34ns 34ns

 19ns 300ns

 13nC 0.5μC

소자는 Boost Converter 회로의 입․출력 조건에 따

라 1200V 내 외의 정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보다 

정확한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회로와 조건 속

에서 가장 비슷한 정격을 가지는 소자를 선정하였다. 

표 1의 내용은 각각 SiC MOSFET, Si MOSFET의 제조

사인 ROHM社와 IXYS社의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였다.

비교 결과 스위치 온 저항(RDS), 상승 시간(Tr), 하강 

시간 (Tf)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SiC MOSFET가 Si 

MOSFET에 비해 좋은 특성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역회복 시간(Trr)과 역회복 전하(Qrr)에서 

SiC MOSFET가 더욱 우수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

된다. 데이터시트 상으로 SiC MOS FET가 Si MOSFET

에 비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두 소자간의 실험특성 조건이 다른 수치이므로 실제 같

은 조건의 실험에서도 데이터 시트의 수치대로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지를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Ⅳ. 실험 시스템 구성 및 제작

4.1. 실험 시스템 구성

  

Fig. 2 Sechmetic of test system(Boost converter type) 

Table. 2 Test System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Input voltage (Vin) 50, 300[V]

Output voltage (Vout) 70, 400[V]

Rated output power (Pout) 20 ~ 1000 [W]

Switching frequency (fsw) 20 ~ 100 [kHz]

Duty Rate 10 ~ 40 [%]

Vgs +20V/-5V

Inductor (L1 & L2) 300 [uH]

Output capacitor (Co) 300 [uF]

 

그림2는 스위칭 특성 실험에 사용한 부스트 컨버터 

시스템을 나타내었고, 설계 조건은 표 2에 나타내었다.

실험은 출력전압과 출력전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정

하여 하드웨어 스펙이 동일한 컨버터에 SiC MOSFE T

와 Si MOSFET를 적용하여, 스위칭의 Turn-on과 

Turn-off 타임을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컨버터의 제어는 오픈루프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의 조건은 입력전압과 전류, 주파수 크기, 듀티비

의 변화에 따른 스위칭 시간을 오실로 스코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4.2. 실험 구성 

실험은 동일한 용량을 가지는 Boost Converter를 그

림3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입력 전원은 50V/30A의 전

원 공급기와 AC 220V 상용 전원을 사용하였고, 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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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V/20A의 전자부하와 200W/800Ω*5EA(병렬구조)의 

부하저항으로 구성하였다. 저전압실험에 사용된 실험

의 구성은 그림 4에 나타내었고, 고전압실험에 사용된 

실험의 구성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Fig. 3 Composition of Boost converter

Fig. 4 Low-voltage test system

Fig. 5 High-voltage test system

Ⅴ. 실험 결과
  

출력 효율 실험을 위한 실험 조건 및 설계사항을 표 3

에 정리하였다.

Table. 3 Efficiency test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Input voltage (Vin) AC 220 [V]

Output voltage (Vout) 400 [V]

Rated output power (Pout) 1.0 [kW]

Switching frequency (fsw) 40 [kHz]

Inductor (L1 & L2) 300 [uH]

Output capacitor (Co) 300 [uF]

본 논문에서는 SiC MOSFET와  Si MOSFET의 스

위칭 특성과 효율에 관한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실

험조건을 50V/500mA~2A, 400V/500mA~2.5A, 스위

칭 주파수를 20kHz~100kHz까지 동작시켜보고,  듀티

비를 15% ~40%까지 변화 시켜 보면서 그 특성을 파

악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오실로스코프는 LeCroy사의 104MXi

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실험인 50V/500m A~2A조건에

서의 Si MOSFET 실험결과를 그림 6과 그림7에 나타내

었다. 

50V입력의 조건에서 Si MOSFET의 Turn-on Time

은 112.6ns이 측정되었고, Turn-off Time은 107.5ns가 

측정되었다. 데이터 시트상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는  데이터 시트상의 조건이 실사용 조건보다 낮은 Vds

를 갖는 점에서 이 같은 차이를 보였다.

Fig. 6 Si / 50V Turn-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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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i / 50V Turn-off Time

저전압 입력 조건에서의 SiC MOSFET의 출력파형

은 그림 8, 그림 9에 나타내었다. 50V입력의 조건에서 

Si MOSFET의 Turn-on Time은 37.9ns이 측정되었고, 

Turn-off Time은 38.6ns가 측정되었다. Turn-on Time은 

2배정도 큰 반면 Turn-off Time은 데이터 시트랑 큰 차

이가 없으며, 같은 조건에서의 Si MOSFET에 비하여 

약 3배정도 빠른 스위칭 동작을 하는 결과를 보였다.

   스위칭의 빠른 Turn-on/off Time실제 효율에서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실험에서의 변화 요인으로 스위칭 주파수를 100kHz

까지 변화를 주었으나 Turn-on/off Time에 영향을 주지

는 않았다. 또한 전류를 500mA~2A까지 증가시켜도  

Turn-on/off Time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Duty Rate의 경우, 15%이하로 낮출 경우 Si 

MOSFET는 문제없이 동작하였으나 SiC  MOSFET는 

입력 전류가 흔들리는 경향을 보였다. 

Fig. 8 SiC / 50V Turn-on Time 

Fig. 9 SiC / 50V Turn-off Time 

이 실험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빠른 Turn-on/ 

off Time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충분한 듀티비가 보장

되지 않을 경우 입력전류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단점이 

보였으며, 이는 듀티비를 15%이상으로 주었을 경우 안

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10 SiC Low Duty Rate Truble

두 번째 실험은 고전압에서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입

력 전압 AC 220V상용전원을 정류하여 300V 입력전압

에 출력전압을 400V로 승압시킨 상태에서 전류를 

500mA ~ 2.5A로 변화를 주면서 Si MOSFET와 SiC 

MOSFET의 Turn-on/off Time을 측정하였다. 그림 11은  

Si MOSFET의 Turn-on Time을 그림 12는 Turn-off 

Time을 나타내었다. Si MOSFET의 Turn-on Time은 

115.6ns이고, Turn-off Time은 114.6ns으로 저전압 실

험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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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i / 400V Turn-on Time

Fig. 12 Si / 400V Turn-off Time 

Fig. 13 SiC / 400V Turn-on Time

고전압에서의 SiC MOSFET는 Si MOSFET과 같은 

조건으로 입력 전압 AC 220V상용전원을 정류하여 

300V 입력전압에 출력전압을 400V로 승압시킨 상태에

서 전류를 500mA ~ 2.5A로 변화를 주면서 Turn-on/off 

Time을 측정하였다. 그림 13은 Si MOSFET의 Turn-on 

Time을 그림 14는 Turn-off Time을 나타내었다. SiC 

MOSFET의 Turn-on Time은 36.2ns이고, Turn-off 

Time은 45ns으로 저전압 실험보다 Turn-off Time이 

조금 늘어났지만 Si MOSFET대비 2배 이상 빠른 

Turn-on/off Time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 SiC / 400V Turn-on Time

 

그림 15는 200W에서 1kW까지의 효율을 나타내었

다. 자세한 실험 수치는 표 4에 정리하였다. 효율 실험

은 200W/800Ω의 부하저항 5개를 사용하여 200W, 

400W, 600W, 800W, 1kW까지 5개의 구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파란색 그래프는 Si MOSFET, 붉은색 그

래프는 SiC MOSFET의 효율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그

래프를 분석해보면 SiC MOSFET가 훨씬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력변환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전체적으

로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스위칭 소자

의 특성으로 이 작고, 이 작을수록 빠른 스위

칭으로 인해 스위칭 손실이 적어지고, 손실이 적을수록 

효율은 높게 나오게 된다. 이는 경부하시에 전압과 전

류가 낮기 때문에 스위칭 소자의 도통 손실이 크게 작

용하여 효율이 상대적으로 전압과 전류가 높은 부하보

다 낮은 효율이 나타난다. Si MOSFET의 경우, 경부하

의 효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며 중부하부터 효율이 

좋게 나오는 반면 SiC MOSFET는 전체적인 물성적인 

특성이 좋기 때문에 경부하에서도 높은 효율을 나타내

며, 부하의 변화에도 고유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고 좋

은 효율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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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fficiency of Si MOSFET vs SiC MOSFET

 

Parameter Si SiC

LOAD
P(in) P(out) P(in) P(out)

Efficiency[%] Efficiency[%]

200[W]
238.96 201 237.68 213.27

84.11 89.72

400[W]
423.41 385.65 412.63 395.61

91.08 95.87

600[W]
677.09 566.16 679.39 594.57

83.61 87.51

800[W]
819.13 757.6 809.7 796.15

92.49 98.32

1000[W]
1064.6 941.85 993.67 983.32

88.47 98.95

Table. 4  Efficiency Data

부하실험 측정 결과 중 출력 600W에서 효율이 85% 

전후로 가장 낮게 나온 것은 부하저항의 오차로 추정된

다. SiC MOSFET의 경우 출력 1kW에서 효율이 99%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SiC MOSFET는 

Si MOSFET보다 물성적인 특성상 작은 역회복 전하량

을 가지므로 역회복 스위칭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

었으며, 실험의 전 영역에서 Si MOSFET에 비해 

Turn-on/off 속도가 빠르게 측정되었다. 이로 인해스위

칭 손실이 적어 효율부분에서도 더 높게 나타났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전력반도체로 꼽히는 SiC 

MOSFET를 Si MOSFET를 같은 실험조건에서 Turn-on 

/off 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고, SiC MOSFET의 효율과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1kW의 용량의 Boost Converter를 제작하여 스위칭

의 Turn-on/off를 측정하여 비교하고 1kW의 부하실험

을 시행하였다. 최적의 회로구성을 위하여 음전압의 

오프셋 회로와 스위칭 서지보호를 위한 역병렬 다이오

드를 설계하여 실험에 추가하였다. 설계된 Boost 

Converter를 제작하여 교류 입력 전압 220V를 정류하

여 출력 직류 전압 400V, 출력 전력 1kW으로 실험을 

완료하였다. 실험 결과  저전압과 고전압 전영역에서 

SiC MOSFET가 Turn-on/off 특성이 Si MOSFET보다 

우수하였다. 스위칭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인덕터의 

충․방전효율이 좋고 스위칭 손실이 적기 때문에 주파

수를 높임과 동시에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작게 설계할 

수 있어서 Si MOSFET대비 높은 효율을 가짐과 동시

에 시스템 부피를 줄일 수 있다. 부하 실험에서도 1kW 

부하에서 SiC MOSFET의 최대 효율 98.9%를 확인하

였고, 전 부하영역에서도 Si MOSFET대비 좋은 효율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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