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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C based Schottky barrier diodes were prepared by using the facing targets sputtering method. In this research, 4H-
SiC polytypes of SiC were adopted and Molybdenum, Titanium was employed as the Schottky metal of the metal-
semiconductor contacts. Both structures showed the rectifying nature in their forward and reverse J-V characteristic curve
and the ideality factors calculated from these plots that were close to unity were represented the nearly ideal behavior.
Difference of Schottky barrier height between prepared devices was also corresponding with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mselves. Therefore the suitability of the facing targets sputtering method for fabrication of Schottky diodes could
be suggested from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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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는 우수한 전기적, 열

적 특성에 의해 소자 성능 개선의 한계에 당면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Si를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

재료로써,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1]. SiC는 높은 밴드갭, 열 전도도에 의해 높

은 온도에서도 소자의 안정적인 동작을 및 열 소산 형

태의 에너지 손실 저감이 가능하다[2]. 특히 높은 절연

파괴 강도는 고전압 소자의 제작에 매우 적합한 특성

이며, Si의 물성적 한계에 의해 낮은 전압 범위로 제한

되는 쇼트키 다이오드(Schottky barrier diode: SBD)와

같은 같은 단극성 소자의 동작 범위를 큰 폭으로 확장

시킬 수 있다[3]. SBD의 정류 특성은 금속-반도체 간

의 접합에서 형성되는 쇼트키 장벽(Schottky Barrier)에

의한 비 선형적 전압-전류 특성에 기인하며 이러한 소

자의 동작은 열전자방출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쇼트키

다이오드 방정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4,5] 

(1)

수식에서 A**, q, k, T는 각각 열전자방출상수, 전자

의 전하량, 볼츠만 상수, 절대온도를 의미하는 상수항이

다. SBD의 전기적 특성은 쇼트키 장벽의 높이(Schottky

barrier height: SBH), 소자의 직렬저항, 이상계수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SBH는 소자의 정류특성을 나타낼 수 있

는 지표라 할 수 있다. SBH(φB)는 Schottky-Mött theory

에 의해 반도체의 전자 친화도(ΧS)와 금속의 일함수(φM)

의 차이에 의해 예견될 수 있으며, 접합을 형성하는 금

속과 반도체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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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에서는 대향 타겟 스퍼터링법(the Facing

Targets Sputtering: FTS)을 통해 4H-SiC wafer 위에 금

속 박막을 증착하여 SBD를 제작하고, 그 전기적 특성

을 평가하였으며 이상적인 소자 특성과 비교하였다. 

2. 실험과정

2.1. 대향 타겟 스퍼터링

Fig. 1과 같이 대향 타겟 스퍼터링 시스템은 한 쌍의

서로 마주한 타겟과 이들의 중심에 수직한 곳에 위치한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플라즈마를 발생, 유지시키는 하전입자들

은 수직자계에 의해 두 타겟 사이를 나선형으로 왕복하

며 방전기체의 이온화를 증가시켜 플라즈마의 밀도를 향

상시키며, 이는 스퍼터링 효율 개선효과를 수반한다. 플

라즈마 영역에서 이격된 기판의 위치 또한 고 에너지 입

자에 의한 기판 및 박막의 손상을 경감시킬 수 있어 증

착된 박막의 품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6,7].

2.2. 소자 제작 및 전기적 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캐리어 농도 및 두께가 5 × 1015 cm−3,

11.5 μm인 drift layer를 포함하는 4H-SiC wafer를 기판

으로 사용하였으며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의 순서로

초음파 세척 후 금속 박막을 증착하였다. 4H-SiC와 접

합을 형성하는 쇼트키 금속은 Mo와 Ti를 사용하였으

며 각각의 금속에 대한 증착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제작된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High-

Voltage Sourcemeter (Model 2410, Keithley Instruments

Inc.) 및 I-V curve tracing software(24XX Basic Soft-

ware, I.V Solution)를 사용하여 J-V 특성곡선을 측정하

고, 그로부터 소자 특성계수를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대향 타겟 스퍼터링법을 통해 제작된 Mo/SiC

및 Ti/SiC SBD의 J-V 특성곡선이다. 특성곡선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두 구조는 모두 정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금속 물질의 차이에 의해 상이한 전기적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 보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Cheung

& Cheung method 및 Norde method를 사용하여 각 구

조의 소자 특성계수를 산출하였다. Cheung & Cheung

method는 다음 두 수식에 의한 선형 그래프로부터 소

자 특성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며, Fig. 3에 각각의 그

ϕB ϕM XS–=

Fig. 1. Schematics of the facing targets sputtering system.

Table 1. Sputtering conditions of the Schottky metal layers
for SBDs

Deposition
parameters

Sputtering condtions

Mo/SiC Ti/SiC

Targets Mo, 4N purity Ti, 4N purity

Base pressure under 1×10−6 torr

Working pressure 1×10−3 torr

Gas ambient Ar, 4N puritiy, 10 sccm

Input current 0.1 A

Layer thickness 1000 Å

Fig. 2. Forward and reverse J-V characteristic curves of
the Schottky diodes.

Fig. 3. Plots of the Cheung & Cheung method for the
Schottky di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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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를 나타내었다[8].

(3)

(4)

수식에서 열전자방출상수 A**는 4H-SiC에 대한 이론

값에 해당하는 146을 대입하였다[9]. 각각의 수식에 대

하여 dV/ln(J) 그래프의 y절편으로부터 이상계수를,

H(J) 그래프의 y절편과 기울기로부터 각각 직렬저항과

SBH를 계산할 수 있다. Norde method에서는는 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되는 함수를 통해 소자 특성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10,11].

(5)

일반적인 경우 이상계수는 1 - 2 사이의 값이며 본

연구에서는 2, 3을 적용하였으며, 각 그래프의 최소점

에서의 전압, 전류 및 F(V) 함수 값으로 다음 과정을

통해 소자 특성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6)

(7)

(8)

Table 2는 Mo/SiC 및 Ti/SiC SBD의 소자 특성계수를

나타낸다. 각 소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Mo/SiC 및 Ti/

SiC 접합의 SBH 값인 1.2 - 1.3 eV와 0.7 - 0.8 eV와 근사

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들간의 순방향 및 역방향 전류의

차이 또한 SBH의 차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12-14]. 이상계수 또한 1에 근사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

었다. 단일 박막의 경우 4.18 Ω/aq.으로 Ti의 22.87 Ω/aq.

보다 낮은 면저항 값을 보인 Mo 가 Mo/SiC 구조의 소

자 제작 시 Ti/SiC 구조보다 높은 직렬저항을 보였다.

이는 보다 높은 값의 SBH로 인해 소자에 흐르는 이상

적인 전류 성분, 즉 쇼트키 장벽을 넘어 이동하는 전자

에 의한 열전자 방출 전류 성분이 제한된 결과이다. 이

상의 결과들로부터 SBD의 전기적 특성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속-반도체 접합에서 형성되는

쇼트키 장벽의 높이이며 대향 타겟 스퍼터링법으로 제

작된 SBD는 이상적인 정류특성에 근사한 전기적 특성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대향 타겟 스퍼터링법으로 제작된 Mo/SiC 및 Ti/

SiC SBD는 이상적인 정류 특성에 가까운 전압-전류

특성을 보였으며, Cheung & Cheung method 및 Norde

method를 통해 산출된 소자 특성계수는 각 소자의 전

기적 특성과 상응하는 값을 보였다. 1에 가까운 이상계

수의 값으로부터 제작된 소자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J-V 특성곡선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SBH가

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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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vices parameters of Mo/SiC and Ti/SiC Schottky
diodes

Device parameter Mo/SiC Ti/SiC

JF(@1.0V) [A/cm2] 0.29 4.02

JL(@5V) [A/cm2] 2.00×10−10 1.55×10−6

φB [eV] 1.23 / 1.20 0.80 / 0.78

RS [Ω] 1.44 / 1.43 0.95 / 0.89

n 1.02 / 1.07 1.06 / 1.15

(Cheung & Cheung / Norde)
Fig. 4. The Norde plots of the Schottky di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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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의 전기적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수한 품질의

박막 증착 및 기판, 박막 손상의 억제를 통한 계면 특

성을 확보가 가능한 대향 타겟 스퍼터링법이 SiC 기반

SBD에 적합한 공정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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