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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n형 또는 p형의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과의 p-n 접합 부위에서 양자 구속효과에 의해 발광 및 수광이 일어나도록 

기판과 반대형으로 극도로 얕게 도핑된 도핑 영역과, 기판의 반대면에 적어도 일부분이 도핑 영역과 함께 스택 구조를

이루는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물질부를 포함하는 1단 또는 2단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구조로 된 광소자부와, 

기판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광소자부 일측에 형성되며 광소자부에서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이 선택적으로 일어나도

록 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하는 실리콘 광소자 및 이를 적용한 화상 입출력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스위칭 기능 및/또는 증폭 기능을 하는 회로가 내장된 구조의 실리콘 광소자는 외부적인 증폭 회로 및 스위칭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발광 및 수광 동작을 선택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발광지속시간 및 수광지속시간을 쉽게 제

어할 수 있으며,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을 사용하므로, 일련의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제조가 가능하다.

이러한 실리콘 광소자의 이차원 어레이로 이루어진 실리콘 광소자 패널을 구비하는 화상 입출력장치는, 화소단위로 

수광과 발광을 행할 수 있어, 양방향 정보 전달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면, 별도의 카메라 없이, 생동감 있는 화상 통

신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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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 및 그 외부 구동회로를 함께 나타낸 도면,

도 3은 도 2의 도핑 영역을 비평형 확산에 의해 극도로 얕은 깊이로 형성할 때, p-n 접합 부위에 표면의 길이 방향(lo

ngitudinal), 측 방향(lateral)으로 형성되는 양자 우물(quantum well: QW)의 에너지 밴드를 보인 도면,

도 4는 도 2에 도시된 광소자부에 대한 등가 구조를 보인 도면,

도 5는 도 2에 도시된 광소자부에 대한 등가 회로를 보인 도면,

도 6은 도 2의 2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광소자부에 대한 등가기호를 보인 도면,

도 7은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에 대한 등가 기호 및 이를 구동하는 외부 구동 회로

를 함께 나타낸 도면,

도 8은,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임 챠트(Time chart)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를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를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

도 11은 도 2에 도시된 광소자부(80)에 대한 등가 회로를 보인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를 그 외부 구동회로와 함께 나타낸 도면,

도 13은 도 12의 등가 회로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를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를 개략적으로 보인 분리 사시도,

도 16은 도 5에 도시된 칼라 필터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보인 평면도,

도 17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를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가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사용되는 실시예를 보인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50,70,90,125...실리콘 광소자 11...기판

15...실리콘 산화막 20,80...광소자부

24...pn-접합 부위 25...도핑 영역

22, 27,37,39...제1 내지 제4전극 29,35...제1 및 제2게이트 전극

30,100...스위칭부 120,140...실리콘 광소자 패널

130...칼라 필터 150...디지털 텔레비전

G1,G2...제1 및 제2게이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실리콘 광소자 및 이를 적용한 화상 입출력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수광과 발광을 모두 행할 

수 있도록 된 실리콘 광소자 및 이를 적용한 화소단위로 화상 신호 입,출력이 가능한 화상 입출력장치에 관한 것이다.

실리콘 반도체 기판에는 논리 소자, 연산 소자 및 드라이브 소자 등을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고집적도로 집적할 수 있

으며, 실리콘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화합물 반도체에 비해 훨씬 저가로, 고집적 회로를 실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집적 회로는 실리콘(Si)을 기본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리콘은 간접 천이 밴드갭을 가져, 발광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LED(Light Emitting Diode)

와 같은 발광 소자는 직접 천이 밴드갭을 가져, 발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화합물 반도체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발광소자는 임계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될 때에만 발광이 일어나므로, 통상적으로 발광소자에 적정 전류를 공급하

기 위해서는, 작은 전류를 발광소자를 발진시키기에 적합한 전류로 증폭시키는 증폭 회로 및/또는 발광 온-오프 동작

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칭 회로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발광 소자와 실리콘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증폭 회로 및/또는 스위칭 회

로는 이종접합 문제로 인하여, 일련의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단일체로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발광 소자에는 외부적으로 별도로 제조된 증폭 회로 및/또는 스위칭 회로를 설치해

야만 한다.

이와 같이 발광 소자에 별도로 제조된 증폭 회로를 외부적으로 장착하면, 외부 전원선의 리액턴스나 캐패시턴스의 기

생 효과에 의해 고속 스위칭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발광 소자를 어레이로 형성하여 디스플레이 장치(display device)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화소 단위로 발광 동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스위칭 회로를 외부적으로 장착해줘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 

전류의 턴-온(turn-on) 시간과 턴-오프(turn-off) 시간을 화소 단위로 조절하기가 어려워, 발광 지속시간의 제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 이동 전화 사용시 등에 상대방이 보낸 화상을 모니터로 디스플레이하여 보는 것뿐만 아

니라, 작업자가 원하는 피사체를 촬영하여 상대방에서 전송하고자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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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컴퓨터용 

모니터(1)와 별도로, 작업자가 원하는 피사체를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카메라(2)를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도 1에서 참조번호 3은 컴퓨터 본체, 참조번호 4는 문자 입력을 위 한 키보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컴퓨터용 모니터와 같은 종래의 디스플레이장치는 단순히 디스플레이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대방과 화상 통신을 하려면, 작업자가 원하는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한 별도의 카메라가 필요하다.

작업자가 디스플레이장치에 디스플레이되는 화상을 보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카메라로 작업자 본인을 촬영하려

면, 카메라를 디스플레이장치에서 벗어난 쪽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디스플레이장치에 디스플레이되는 화상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작업자 자신을 정면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이에 기인하여 양방향 화상 

통신시 생동감이 반감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에 형성되며, 스위칭 기능 및/또

는 증폭 기능을 하는 회로를 내장하여, 발광 및 수광을 선택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발광지속시간 및 수광지속시간의 

제어가 용이하고, 일련의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제조가 가능한 실리콘 광소자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실리콘 광소자 어레이를 적용하여, 화소단위로 수광과 발광을 행할 수 있어, 단일 패널

내에서 화상을 디스플레이하고 디스플레이되는 화상을 보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작업자 모습 등을 정면으로 촬

영하여 전기적인 화상 신호를 생성하거나 광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여 양방향 정보 전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화상 입출력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는, n형 또는 p형의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과; 수광 및 발

광이 일어나도록 상기 기판의 일면에 소정의 도판트에 의해 상기 기판과 반대형으로 극도로 얕게 도핑된 도핑 영역과

; 상기 기판의 반대면에 적어도 일부분이 상기 도핑 영역과 함께 스택 구조를 이루도록 형성된 복수의 반도체 물질부;

를 포함하여, 상기 기판에 인접한 반도체 물질부는 상기 기판과 반대형이고,서로 인접한 반도체 물질부들은 서로 반

대형으로 형성되어, 2단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구조로 된 광소자부와; 상기 기판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상기 광

소자부 일측에 형성되며, 상기 광소자부에서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이 선택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스위칭부와; 상기

광소자부 및 스위칭부에 발광 및 수광 동작의 제어를 위한 전기적인 신호 및/또는 전원을 입력 및/또는 수광신호를 출

력하기 위한 전극 구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광소자부의 스택 구조를 이루는 부분에서 가장 외측에 위치된 반도체 물질부를 제1반

도체 물질부, 상기 제1반도체 물질부의 내측으로 인접한 반도체 물질부를 제2반도체 물질부라 할 때,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1게이트 전극과; 상기 도핑 영역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1전극과; 상기 제1반도체 물

질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2전극;을 포함한다.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 상의 일부 영역에 형성된 절연막과; 상기 절연막과 제2반도체 물질부 상에 형성되고, 그 위에 

상기 제2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고저항 물질층;을 더 구비하여, 상기 제2게이트 전극이 상기 절연막에 의해 상기 고

저항 물질층을 사이에 두고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와 좁은 영역에서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될 수도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는, n형 또는 p형의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과; 수광 및 발

광이 일어나도록 상기 기판의 일면에 소정의 도판트에 의해 상기 기판과 반대형으로 극도로 얕게 도핑된 도핑 영역과

; 상기 기판의 반대면 일부 영역에 상기 도핑 영역과 함께 스택 구조를 이루도록 상기 기판과 반대형으로 형성된 하나

의 반도체 물질부;를 포함하는 1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구조로 된 광소자부와; 상기 기판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상기

광소자부 일측에 형성되며, 상기 광소자부에서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이 선택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스위칭부와; 

상기 광소자부 및 스위칭부에 발광 및 수광 동작의 제어를 위한 전기적인 신호 및/또는 전원을 입력 및/또는 수광신호

를 출력하기 위한 전극 구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에서, 상기 스위칭부는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OSFET)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기 전극 구

조는, 상기 스위칭부에 마련된 제2게이트 전극과; 상기 스위칭부에 마련된 제3 및 제4전극;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3 

및 제4전극 중 어느 하나는 상기 도핑 영역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될 수도 있다.

대안으로, 상기 스위칭부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Bipolar Junction Transistor)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스위칭부에 마련된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전극;을 더 포함하도록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스위칭부는 기판에 베이스를 도핑하고, 그 위에 이미터를 도핑하고, 베이스 일측에 컬렉터를 도핑하는 

구조로 형성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컬렉터쪽의 상기 베이스와 이미터의 경계 사이의 간격은 충분히 좁게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는, n형 또는 p형의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에 화상을 입

력 및 출력할 수 있는 실리콘 광소자가 이차원 어레이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실리콘 광소자 패널;을 구비하며, 상기 실

리콘 광소자는, 수광 및 발광이 일어나도록 상기 기판의 일면에 소정의 도판트에 의해 상기 기판과 반대형으로 극도로

얕게 도핑된 도핑 영역과; 상기 기판의 반대면에 적어도 일부분이 상기 도핑 영역과 함께 스택 구조를 이루도록 형성

된 복수의 반도체 물질부;를 포함하여, 상기 기판에 인접한 반도체 물질부는 상기 기판과 반대형이고,서로 인접한 반

도체 물질부들은 서로 반대형으로 형성되어, 2단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구조로 된 광소자부와; 상기 기판을 공

동으로 사용하여 상기 광소자부 일측에 형성되며, 상기 광소자부에서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이 선택적으로 일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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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스위칭부와; 상기 광소자부 및 스위칭부에 발광 및 수광 동작의 제어를 위한 전기적인 신호 및/또는 전원을 

입력 및/또는 수광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전극 구조;를 포함하여, 화상 입력과 화상 출력이 동일 실리콘 광소자를 통하

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실리콘 광소자 패널로부터 각 화소별 화상의 선택적 입력

및 출력 동작이 가능하도록 패터닝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는, n형 또는 p형의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에 화상을 입

력 및 출력할 수 있는 실리콘 광소자가 이차원 어레이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실리콘 광소자 패널;을 구비하며, 상기 실

리콘 광소자는, 수광 및 발광이 일어나도록 상기 기판의 일면에 소정의 도판트에 의해 상기 기판과 반대형으로 극도로

얕게 도핑된 도핑 영역과; 상기 기판의 반대면 일부 영역에 상기 도핑 영역과 함께 스택 구조를 이루도록 상기 기판과

반대형으로 형성된 하나의 반도체 물질부;를 포함하는 1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구조로 된 광소자부와; 상기 기판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상기 광소자부 일측에 형성되며, 상기 광소자부에서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이 선택적으로 일어나

도록 하는 스위칭부와; 상기 광소자부 및 스위칭부에 발광 및 수광 동작의 제어를 위한 전기적인 신호 및/또는 전원을

입력 및/또는 수광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전극 구조;를 포함하여, 화상 입력과 화상 출력이 동일 실리콘 광소자를 통하

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실리콘 광소자 패널로부터 각 화소별 화상의 선택적 입력

및 출력 동작이 가능하도록 패터닝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실리콘 광소자 패널에는 각 화소당 광을 발광 및 수광하도록 된 세 개 이상의 실리콘 광소자가 형성될 

수 있다.

이때, 각 화소에 대응하는 세 개 이상의 실리콘 광소자는 칼라 화상을 구현하기 위한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을 발광 및/

또는 수광하도록 된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실리콘 광소자 패널의 전면에 선명한 칼라 화상을 구현하기 위한 칼라 필터;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광무선 리모콘을 이용하여, 화면 내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메뉴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디지털 텔레비젼에 사

용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 및 이를 적용한 화상 입출력장치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 및 그 외부 구동회로(40)를 함께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는, n형 또는 p형의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11)과,

발광 및 수광이 일어나도록 된 광소자부(20)와, 상기 기판(11)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상기 광소자부(20) 일측에 형성

되어 상기 광소자(20)에서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이 선택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스위칭부(30)와, 상기 광소자부(20

) 및 스위칭부(30)에 발광 및 수광 동작의 제어를 위한 전기적인 신호 및/또는 전원을 입력하고, 수광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전극 구조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기판(11)은 실리콘(Si)을 포함하는 소정의 반도체 물질 예컨대, Si, SiC 또는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실리콘에 

기반을 둔 반도체 기판으로서, n형 또는 p형으로 도핑된 것이다.

상기 광소자부(20)는, 상기 기판(11)의 일면에 상기 기판(11)과 반대형으로 극도로 얕게 도핑 형성된 도핑 영역(25)

과, 상기 기판(11)의 반대면에 적어도 일부분이 상기 도핑 영역(25)과 함께 스택 구조(도 2에 점선으로 표시한 A 부분

)를 이루도록 된 복수의 반도체 물질부(21)(23)를 구비한다. 상기 광소자부(20)는 후술하 는 바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단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하는 구조이다.

상기 도핑 영역(25)은 수광 및 발광이 일어나도록, 비평형 확산 공정 또는 임플란테이션 공정에 의해 도판트를 주입

시켜 도핑 형성된다.

예를 들어, 상기 도핑 영역(25)은 소정의 도판트 예컨대, 붕소(boron) 또는 인(phosphorous)을 제어막(미도시)의 개

구를 통하여 상기 기판(11) 내로 비평형 확산 공정시켜 상기 기판(11)과 반대형 예컨대, p+형으로 도핑 형성된다.

상기 기판(11)이 n형으로 도핑되어 있으면, 도핑 영역(25)은 p+형으로 도핑되고, 상기 기판(11)이 p형으로 도핑되어

있으면, 상기 도핑 영역(25)은 n+형으로 도핑된다.

여기서, 상기 제어막은 도핑 영역(25) 형성시 마스크로서 기능을 하며, 도핑 영역(25)이 원하는 극도로 얕은(ultra-sh

allow) 두께로 형성되도록 한다. 상기 제어막은 도 2에 보여진 바와 같이 제거하거나, 상기 기판(11)의 일면에 잔존시

키는 것도 가능하다.

도핑시, 상기 도핑 영역(25)의 상기 기판(11)과의 경계 부분 즉, p-n 접합 부위(24)에 양자 우물(quantum well), 양자

점(quantum dot) 및 양자 선(quantum wire)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형성되어, 양자구속효과에 의해 높은 양자 효율

로 광전 변환 효과 즉, 전자와 정공 쌍의 생성 결합 및 소멸 결합을 나타내도록, 상기 도핑 영역(25)은 원하는 극도로 

얕은 깊이로 도핑(ultra-shallow dopping)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p-n 접합 부위(24)에는 주로는 양자 우물이 형성되며, 양자 점 이나 양자 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p-n 접합 부위(24)에는 상기 양자 우물, 양자 점, 양자 선 중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되게 형성될 수 도 있다. 이하에

서는, 표현의 간략화를 위해 상기 p-n 접합 부위(24)에 양자 우물이 형성된 것으로 설명한다. p-n 접합 부위(24)에 

양자 우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해도, 이는 양자 우물, 양자 점 및 양자 선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도 3은 상기 도핑 영역(25)을 비평형 확산에 의해 극도로 얕은 깊이로 형성할 때, p-n 접합 부위(24)에 표면의 길이 

방향(longitudinal), 측 방향(lateral)으로 형성되는 양자 우물(quantum well: QW)의 에너지 밴드를 보여준다. 도 3에

서 Ec는 전도대 에너지 준위, Ev는 가전자대 에너지 준위, Ef는 페르미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며, 이러한 에너지 준위

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련 기술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p-n 접합 부위(24)는 도 2의 확대부분에 보여진 바와 같이, 서로 반대형의 도핑 부분이 교대로 위치된 양자 우

물구조를 가지는데, 우물과 barrier는 대략 2nm, 3nm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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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p-n 접합 부위(24)에 양자 우물을 형성하는 극도로 얕은 도핑은 상기 제어막의 두께 및 확산 공정 조건 등

을 최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확산 공정 중 적정한 확산 온도 및 기판(11) 표면의 변형된 포텐셜(deformed potential)에 의해 확산 프로파일(profil

e)의 두께가 예컨대, 10-20 nm로 조절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극도로 얕은 확산 프로파일에 의해 양자 우물 시스템

이 생성 되게 된다. 여기서, 기판(11) 표면의 포텐셜은 초기 제어막의 두께와 표면전처리에 의해 변형되고 공정이 진

행됨에 따라 심화된다.

상기 제어막은 도핑 영역(25)이 극도로 얕은 도핑 깊이로 형성되도록 하는 적정 두께를 갖는 실리콘 산화막(SiO2)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어막은 예를 들어, 기판(11)의 일면 상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한 다음, 확산 공정을 위한 개구

부분을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이용하여 식각해냄으로써 마스크 구조로 형성된다.

확산 기술 분야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실리콘 산화막의 두께가 적정 두께(수천 Å)보다 두껍거나 저온이면, vacan

cy(빈자리)가 주로 확산에 영향을 미쳐 확산이 깊이 일어나게 되며, 실리콘 산화막의 두께가 적정 두께보다 얇거나 고

온이면 Si self-interstitial(자기 틈새)이 주로 확산에 영향을 미쳐 확산이 깊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실리콘 산화막

을 Si self-interstitial 및 vacancy가 유사한 비율로 발생되는 적정 두께로 형성하면, Si self-interstitial과 vacancy

가 서로 결합되어 도판트의 확산을 촉진하지 않게 되므로, 극도로 얕은 도핑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vacancy 및 self-

interstitial과 관련한 물리적인 성질은 확산과 관련한 기술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

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에 있어서, 광소자부(20)에는 상기 도핑영역(25)의 기판(

11)과의 p-n 접합 부위(24)에 전자와 정공 쌍의 생성 및 소멸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 양자 우물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을 한다.

즉, 상기 광소자부(20)에 구동 전류가 인가되면, 캐리어들 즉, 전자와 정공 은 상기 p-n 접합 부위(24)의 양자 우물에 

주입되고, 양자 우물내의 부 밴드 에너지(subband energy) 레벨을 통해 재결합(소멸 결합)된다. 이때, 캐리어들이 결

합되는 상태에 따라 소정 파장의 전장 발광(electro luminescence :EL)이 발생하며, 발생되는 광량은 인가된 구동 전

류의 크기에 따라 가변된다.

또한, 상기 광소자부(20)에 외부로부터 광이 입사되면, 양자 우물 구조인 p-n 접합 부위(24)에서 광자를 흡수하여 전

자-정공 쌍을 생성하고, 전자와 정공은 그 p-n 접합 부위(24)에 형성된 양자 우물내의 부 밴드 어너지 레벨로 각각 

여기된다. 따라서, 출력단에 도 2에 보여진 바와 같이, 부하 저항(R)이 연결되어 있으면, 조사된 광량에 비례하는 신호

(V out )가 출력된다.

이때, 광소자부(20)에서의 발광 및 흡수 파장은 기판(11) 표면 (실제로는, 도핑 영역(24) 표면)에 형성되는 극소 결함

(micro-defect)에 기인한 극소 캐버티(micro-cavity)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제작 공정에 의해 극소 캐버티의 크

기를 조절하면, 원하는 흡수 및 발광 파장대역의 실리콘 광소자(10)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전장 발광(EL)의 강도 및 흡수율은 기판(11) 표면에 형성되는 극소 결함에 기인한 극소 캐버티의 공진 파장

과 잘 맞을 경우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작 공정에 의해 극소 캐버티의 크기를 조절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가 특정 파

장영역에 대해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극소 캐버티의 크기를 다양하게 하여 백색광을 발광 및

흡수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즉, 극소 캐버티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면, 실리콘 광소자(10)는 특정 파장의 광 예컨대, 적

색, 녹색 또는 청색광을 출력 및 흡수하게 된다. 또한, 극소 캐버티의 크기가 다양화되면, 실리콘 광소자(10)는 다양한

파장의 광 즉, 백색광을 출력 및 흡수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에서 구현 가능한 파장 범위는 매우 짧은 파장영역부터 긴 파장영역(예를 들어, 자

외선(UV) ∼적외선(IR))까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는 백색광을 출력 및 흡수하는 것

도 가능하다.

여기서, 극소 캐버티는 도핑 영역(24) 표면에 형성된 미소 결함에 의한 변형된 포텐셜(deformed potential)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변형된 포텐셜을 조절함으로써 양자 우물의 변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극소 캐버티가 정해진다. 그

러므로, 극소 캐버티를 조절하면 원하는 특정 파장영역 예컨대, 적색, 녹색 또는 청색 파장의 광 또는 백색광이 발광 

및 흡수되도록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극도로 얕게 도핑된 도핑 영역(25)을 가지는 실리콘 광소자(10)에서는 도핑 영역(25)의 p-n 접합 부위(

24)에서 전하분포 포텐셜의 국부적인 변화로 인하여 양자 구속 효과가 발생하며, 양자 우물내에 부밴드 에너지(subb

and energy) 레벨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높은 양자효율을 가진다.

상기 복수의 반도체 물질부(21)(23)는, 상기 스택 구조를 이루는 부분(A)에서 가장 외측에 위치된 제1반도체 물질부(

21)와, 상기 제1반도체 물질부(21)의 내측으로 인접한 제2반도체 물질부(23)를 포함한다.

도 2는 상기 복수의 반도체 물질부(21)(23)가 상기 제1 및 제2반도체 물질부(21)(23)로 이루어져,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의 광소자부(20)가 2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하는 구조로 된 예를 보여준다. 여기서, 상기 

광소자부(20)는 2단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상기 제1 및 제2반도체 물질부(21)(23)는 상기 기판(11)의 반대면에 상기 도핑 영역(25)에 비해 깊은 위치까지 도판

트를 주입하여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23)는, 상기 도핑 영역(25)에 비해 깊은 위치까지 

확산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반적인 확산공정에 의해 상기 기판(11)의 반대면에 상기 기판(11)과 반대형으로 도핑시키

기 위한 도판트를 주입하여 형성된다. 그런 다음, 제1반도체 물질부(21)는,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23)의 일부 영역에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23)를 형성할 때와 마찬가지의 확산 공정에 의해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23)와 반대형으로 

도핑시키기 위한 도판트를 주입시켜 형성된다. 제1 및/또는 제2반도체 물질부(21)(23)는 도판트를 임플란테이션 방

식(implantation method)에 의해 주입하는 공정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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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서는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23)를 기판(11) 반대면 전체에 형성하고, 광소자부(20)의 제2반도체 물질부(23) 

부분과 스위칭부(30) 쪽에 위치된 제2반도체 물질부(23) 부분 사이의 전기적인 절연을 위해 고립 홈(17)을 형성한 예

를 보여준다.

여기서,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23)는 상기 기판(11)의 반대면 상에 상기 기판(11)과 반대 도전형 예컨대, p형의 반

도체 물질을 적층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이때, 제1반도체 물질부(21)는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23)의 일부 영역을 

식각하고, 그 식각된 영역에 예컨대, n형인 반도체 물질을 적층하여 형성되거나,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23)의 일부 

영역에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23)와 반대형이 되도록 도판트를 주입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 전극 구조는, 광소자부(20)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1게이트 전극(29), 제1 및 제2전극(22)(27), 스위칭부(30)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2게이트 전극(35), 제3 및 제4전극(37)(39)을 포함한다. 도 2에서 22'은 제1전극(22)과 외부 구

동회로(40)의 저항(R)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컨택 전극이다.

상기 광소자부(20)의 스택 구조를 이루는 부분(A)에서 가장 외측에 위치된 반도체 물질부를 제1반도체 물질부(21), 

제1반도체 물질부(21)의 내측으로 인접한 반도체 물질부를 제2반도체 물질부(23)라 할 때, 상기 제1게이트 전극(29)

은 제2반도체 물질부(23)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형성된다. 상기 제2전극(27)은 제1반도체 물질부(21)에 전기적으

로 연결되도록 형성된다. 상기 제2전극(27) 및 제1게이트 전극(29)은 제1 및 제2반도체 물질부(21)(23) 상에 예컨대,

금속 재질의 불투명 전극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제1전극(22)은 도핑 영역(25)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형성된다. 상기 제1전극(22)은 ITO와 같은 투명 전극 

물질을 이용하여, 도핑 영역(25)을 덮는 구조의 투명 전극으로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으로, 상기 제1전극(22)

은 광이 입,출력되기 위한 윈도우 영역 둘레에 금속 재질의 불투명 전극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의 광소자부(20)에서, 기판(11)이 n형이면, 

도핑 영역(25)은 p형, 제2반도체 물질부(23)는 p형, 제1반도체 물질부(21)는 n형으로 도핑된다. 이때, 상기 제1전극(

22)은 애노드(anode), 상기 제2전극(27)은 캐소드(cathode)가 된다.

상기 기판(11), 도핑 영역(25) 및 제1 및 제2반도체 물질부(21)(23)가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은 도전형으로 된 경우, 

도 4 및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핑 영역(25), 기판(11) 및 제2반도체 물질부(23)는 pnp 트랜지스터 구조(25)를 

이루고, 기판(11), 제2반도체 물질부(23) 및 제1반도체 물질부(21)는 npn 트랜지스터 구조(27)를 이룬다. 도 4 및 도 

5는 각각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에 대한 등가 구조 및 등가 회로를 보인 것이

다.

도 4 및 도 5의 등가 구조 및 등가 회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와 같은 도핑 영역(25), 기판(11), 제1 및 제

2반도체 물질부(21)(23)를 가지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의 광소자부(20)는 2단 트랜지스터

를 내장한 구조가 된다.

여기서, 상기 기판(11)이 p형 기판이고, 도핑 영역(25), 제1반도체 물질부(21) 및 제2반도체 물질부(23)의 도전형이 

이에 대응되게 상기와 반대로 되는 경우, 도핑 영역(25), 기판(11) 및 제2반도체 물질부(23)는 npn 트랜지스터 구조

를 이루고, 기판(11), 제2반도체 물질부(23) 및 제1반도체 물질부(21)는 pnp 트랜지스터 구조를 이룬다. 이때에는, 제

1전극(22)은 캐소드, 제2전극(27)은 애노드가 되며, 제1게이트 전극(29)은 제1게이트(G1)가 된다.

이러한 2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광소자부(20)는 제1게이트(G1)를 통해 인가된 미세한 전류를 증폭시킬 수 있는 동

시에, 역방향 전류는 차단하며, 제1게이트(G1)를 통해 인가되는 전류에 따라 p-n 접합 부위(24)에서의 발광량 조절 

및 발광을 온-오프 시킬 수 있으며,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류 증폭 기능을 하는 다이오드에 스위치가 부가된 구

조를 이룬다. 도 6은 상기와 같은 2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광소자부(20)에 대한 등가기호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스위칭부(30)는 전원이 광소자부(20)쪽으로 선택적으로 인가되도록 하여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기 스위칭부(30)는 발광 동작이 필요할 때에는 전원이 광소자부(20)쪽으로 인가되도록 하고, 

수광 동작이 필요할 때에는 전원이 광소자부(20)쪽으로 인가되는 것을 차단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가 2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광소자부(20)와 금속 산화막 반

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이하, MOSFET: metal-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 구조로 형성된 스

위칭부(30)를 구비하는 예를 보여준다. 여기서, MOSFET이란 게이트가 전류 통로가 형성되는 반도체층으로부터 얇

은 산화 실리콘(SiO 2 ) 막에 의해 격리되어 있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이다.

MOSFET 구조의 스위칭부(30)는 예를 들어, n형 기판(11) 내로 한쌍의 p+형 반도체 물질부(31)(33)가 서로 이격되

게 심어지고, 기판(11) 상에 얇은 실리콘 산화막(15)이 형성된 구조로 되어 있다. 상기 실리콘 산화막(15)은 원하는 

전기적인 절연을 얻을 수 있도록, 도 2에 보여진 바와 같이, 기판(11) 일면의 전기적인 컨택 및 광의 입,출입을 위한 

영역을 제외한 전체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전극(37)은 p+형 반도체 물질부(31) 상에 형성되고, 제4전극(39)은 p+형 반도체 물질부(33) 상에 형성된다. 상

기 제4전극(39)은 광소자부(20)의 제1전극(22)과 전기적으로 컨택되도록 형성되어, 도핑 영역(25)과 전기적으로 연

결되어 있다. 상기 제3전극(37)은 소스(S), 제4전극(39)은 드레인(D)이 된다. 제2게이트 전극(35)은 제2게이트(G2)

에 가해지는 전압의 유,무로 소스(S)와 드레인(D)간의 전류 통로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3 및 제4전극(37)(39)

사이에서 실리콘 산화막(15) 상에 형성된다.

상기와 같은 MOSFET 구조의 스위칭부(30)는 소스(S)와 드레인(D)간의 전류 통로의 개폐를 제2게이트(G2)에 가해

지는 전압의 유,무로 제어하여, 상기 광소자부(20)에서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

다.

도 7은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에 대한 등가 기호 및 이를 구동하는 외부 구동 

회로(40)를 함께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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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는 역방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다

이오드에 스위치가 부가되고, 광소자부(20)에 전원을 선택적으로 인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의 실리콘 광소자(10)에서는, 제1 및 제2전극(22)(27)에 역방향 전압을 가해도, 역방향 전류는 흐르지 않

는다.

따라서, 외부 회로(40)의 전원(41)은 도 2 및 도 7에 보여진 바와 같이, 제2 게이트(G2)에 신호 입력시, 순방향 전압

이 제1 및 제2전극(22)(27)에 가해질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는 제1게이트(G1)에 신호가 입력되고 있는 상황에

서, 제1 및 제2전극(22)(27)에 순방향 전압이 가해지면 발광소자로서 작용을 하며, 제1 및 제2전극(22)(27)에 전압이

가해지지 않으면 수광소자로서 작용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1게이트(G1)가 온(ON)되지 않으면, 제2게이트(G2)의 온,오프(ON,OFF)에 관계없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는 발광소자 및 수광소자 중 어느 한 광소자로서 동작하지 않는다. 즉,

제1게이트 전극(29)에 신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제2게이트 전극(35)에 신호가 입력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는 광소자로서 동작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는 제1게이트(G1)가 온 상태인 경우는 발광 소자 또는 수광 소자로서

동작을 하게 된다.

제1게이트(G1)가 온 상태이고, 제2게이트(G2)가 온 상태이면, 스위칭부(30)의 제3 및 제4전극(37)(39) 사이에 전류 

통로가 형성되어 전원 전류가 스위칭부(30)를 거쳐 광소자부(20)로 입력되고, 이에 따라 실리콘 광소자(10)는 발광 

동작을 한다.

제1게이트(G1)가 온 상태이고, 제2게이트(G2)가 오프 상태이면, 스위칭부(30)의 제3 및 제4전극(37)(39) 사이에 전

류 통로가 형성되지 않아 전원 전류의 인가가 차단되고, 실리콘 광소자(10)는 수광 동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따

라서, 이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광이 도핑 영역(25)으로 입사되면, p-n 접합 부위(24)에서 광을 흡수하는 전자-정공 

쌍의 생성 결합에 의해 입사되는 광량에 비례하는 전류가 발생되고, 증폭되어 출력된다.

제1 및 제2전극(22)(27) 사이에는 부하저항(R)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수광소자로서 동작 될 때, 실리콘 광소자(10)로

부터는 신호(Vout)가 출력된다.

한편, 제1게이트 전극(29)에 전류를 인가하면 제1 및 제2전극(22)(27) 즉, 애노드와 캐소드의 양단전압이 증가한다. 

제1게이트 전극(29)에 특정 전류를 인가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에 급격히 전류가 흐르

게 되는 애노드와 캐소드의 양단전압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양단전압을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라 한다.

애노드와 캐소드의 양단전압이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이 되도록 제1게이트 전극(29)에 전류를 인가하면, 애노드와 

캐소드는 도통상태가 되면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에서 발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1게이트 전극(29)에 미량의 전류를 인가함에 의해서도 2단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

장한 구조의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에서는 p-n 접합 부위(24)에서 양자 구속효과에 의한 전

자와 정공 쌍의 소멸 결합으로 발광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는, 제1게이트(G1) 전류(제1게이트 전극(29)을 통해 인가되는 

전류)를 차단하면 동작하지 않게 되므로,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에서의 발광 및 수광 동작이 멈추도록 하

기 위해서는, 제1게이트(G1) 전류를 끊어주면 된다.

즉, 발광 온 상태에서 제1게이트(G1) 전류를 끊어주면 발광 오프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제2게이트(G2)를 온시킨 상태

에서 제1게이트(G1)를 온,오프 시키면, 발광을 온,오프 시킬 수 있다. 또한, 수광 온 상태 즉, 제1게이트(G1)는 온, 제

2게이트(G2)는 오프인 상태에서 제1게이트(G1) 전류를 끊어주면, 수광 오프 상태로 된다.

이와 같이 제1게이트(G1) 신호가 오프(off) 상태인 경우, 도 8에 보여진 바와 같이, 제2게이트(G2) 신호 인가(제2게

이트 전극(35)을 통한 신호 인가)시에도 실리콘 광소자(10)는 발광 동작은 물론 수광 동작도 하지 않는 시스템 오프 

상태가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는, 제1게이트(G1) 전류가 인가되는 상태에서 제2게이트(G2) 

신호가 입력되면 발광 동작을 하며, 제2게이트(G2) 신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수광 동작을 한다.

그러므로, 구형 파 제어 펄스를 제1게이트(G1) 전류에 부가하는 것과 아울러 필요에 따라 제2게이트(G2)에 전원 스

위칭 제어 펄스를 가하면, 실리콘 광소자(10)의 발광 동작 온,오프, 발광 동작과 수광 동작의 전환, 발광 또는 수광 동

작 지속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이때,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는, 2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하고 있어 전류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미량의 제1게이트(G2) 전류로 p-n 접합 부위(24)에서 양자 구속효과에 의한 발광이 일어

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단 트랜지스터의 증폭 기능에 의해 미량의 광 검출신호를 증폭하여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제1 및 제2게이트(G1)(G2) 신호를 제어함으로써, 발광지속시간 및 수광 동작 지속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때, 제1게이트(G1) 전류는 일종의 실리콘 광소자(10) 시스템을 온-오프하는 스위치의 트리거 신호로 작용한

다.

여기서, 제1게이트 전극(29)에 전류를 흘려주면, npn 트랜지스터 구조에 전류가 흐르고, 이것이 pnp 트랜지스터의 베

이스 전류를 흐르게 하여 발광 및 광 흡수가 일어날 p-n 접합 부위(24)에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에 의하면, 제1 및 제2게이트(G1)(G2)가 둘 다 온 상태일 때만 

발광이 일어나고, 제1 및 제2게이트(G1)(G2) 중 어느 하나를 오프 상태로 두면 발광을 멈출 수 있으므로, 발광지속시

간을 원하는 만큼 유지시킬 수 있다. 또한, 제1게이트(G1)를 온 상태로 둔 상태에서, 제2게이트(G2)를 오프 상태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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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전환하여 수광 동작을 발광 동작으로 전환하거나, 제1게이트(G1)를 오프시키면, 수광 동작을 멈출 수 있으므

로, 수광지속시간을 원하는 만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1 및 제2게이트 전극(29)(35)에 흘려주는 신호를 구형파 펄스로 조절하는 경우에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로부터 발광 및 수광 동 작이 온-오프되거나 발광 및 수광 동작이 전환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구형파 펄스의 주기를 제어함에 의해 발광 및 수광지속시간도 원하는 만큼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하

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50)를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으로, 후막형 저항 타입의 제1게이트 

전극 구조(51)를 가지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도 2에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참조부호는 도 2에

서와 동일 참조부호로 표시하고, 여기서는 그 반복되는 설명을 생략한다.

도 9를 참조하면, 후막형 저항 타입의 제1게이트 전극 구조(51)는, 제2반도체 물질부(23) 상의 일부 영역(예를 들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의 제1게이트 전극(29)이 형성되는 영역의 일부)에 형성된 절연막(53)과, 상기 절연막(53)

과 제2반도체 물질부(23) 상에 형성된 저항 물질층(55)과, 상기 저항 물질층(55) 상에 상기 절연막(53)에 의해 저항 

물질층(55)을 사이에 두고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23)와 좁은 영역에서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된 제1게이트 전극(5

7)을 구비한다. 상기 제1게이트 전극(5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제1게이트 전극(29)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저항 물질층(35)의 길이, 폭 및 두께를 각각 l, w 및 t, 상기 저항 물질층(55)의 비저항을 ρs라 할 때, 상

기 저항 물질층(55)의 저항(RL)은 RL = (lρs)/(wt)가 되므로, 저항 물질층(55)의 길이, 폭 및 두께 값 및 그 저항 물

질층(35)을 이루는 적절한 물질(물질에 따라 비저항이 달라짐)을 선택하여, 저항 물질층(55)이 요구되는 저항을 갖도

록 할 수 있다.

통상, 광소자를 구동하는 회로에는 과전류에 의한 광소자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저항을 삽입하는데, 상기와

같이 저항이 매립되어 있는 후막형 저항 타입의 제1게이트 전극 구조(51)를 구비하면, 이러한 오동작 방지용 외부 저

항의 삽입이 불필요한 이점이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가 2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하는 구조인 것으로 설명 및 도시하였는데, 

본 발명은 이러한 구조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10)는 2단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하

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후술하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는 1단 트

랜지스터를 내장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70)를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70)는 광소자부(80)가 1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구조

로 된 점에 특징이 있다. 여기서, 도 2를 참조로 설명한 바와 실질적으로 동일 기능을 하는 부재는 도 2에서와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하고,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있어서, 광소자부(80)는, 기판(11)의 일면에 상기 기판(11)과 반대형으로 극도로 얕게 도핑되

어 상기 기판(11)과의 p-n 접합 부위(24)에서 양자 구속 효과에 의한 전자와 정공 쌍의 소멸 결합으로 발광을 낼 수 

있도록 된 도핑 영역(25)과, 상기 기판(11)의 반대면에 형성되며 상기 기판(11)과 반대형으로 된 하나의 반도체 물질

부(85)와, 상기 도핑 영역(25)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1전극(22)과, 상기 반도체 물질부(85)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

2전극(87)과, 상기 기판(11)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1게이트 전극(89)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제2전극(87) 및 제1

게이트 전극(89)은 도 2의 제2전극(27) 및 제1게이트 전극(29)에 대응된다.

상기 광소자부(80)는 그 등가 회로를 보인 도 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하는 구조를 가진

다.

상기 반도체 물질부(85)는 상기 기판(11)의 반대면의 일부 영역에 상기 도핑 영역(25)에 비해 깊은 위치까지 도판트

를 주입하여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반도체 물질부(85)는, 상기 도핑 영역(25)에 비해 깊은 위치까지 확산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반적인 확산공정에 의해 상기 기판(11)의 반대면쪽에 상기 기판(11)과 반대형으로 도핑시키기 위

한 도판트를 주입하여 형성된다. 여기서, 반도체 물질부(85)는 도판트를 임플란테이션(implantation)에 의해 주입하

여 형성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상기 반도체 물질부(85)는 상기 기판(11)의 반대면의 일부 영역을 식각하고, 그 식각된 부분에 상기 기판(11)

과 반대 도전형 예컨대, p형의 반도체 물질을 적층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70)에서, 상기 기판(11)이 n형이면, 상기 도핑 

영역(25)은 p형, 상기 반도체 물질부(85)는 p형으로 도핑되어,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pnp 트랜지스터 구조(81)를

이룬다.

상기 도핑 영역(25), 기판(11) 및 반도체 물질부(85)가 pnp 트랜지스터 구조(81)를 이루는 경우, 본 발명의 제3실시

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70)는, 상기 도핑 영역(25)을 바람직하게는 컬렉터(collector)로 사용하고, 상기 반도체 물

질부(85)를 이미터(emitter)로 사용하고, 상기 기판(11)을 베이스(base)로 사용하여, 베이스 접지회로 또는 이미터 

접지회로로 동작시킬 수 있다. 이때, 베이스로 사용하는 중간의 n층 즉, 기판(11)의 두께는 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와 같이, 도핑 영역(25), 반도체 물질부(85) 및 기판(11)이 각각 컬렉터, 이미터 및 베이스로 사용되는 경우, 그 

도핑 영역(25), 반도체 물질부(85) 및 기판(11)에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1전극(22), 제2전극(87) 및 제1게이트 

전극(89)는 컬렉터, 이미터 및 베이스 전극이 된다.

여기서, 상기 기판(11)이 p형 기판(11)이고, 도핑 영역(25) 및 반도체 물질부(85)의 도전형이 이에 대응되게 상기와 

반대로 되는 경우, 도핑 영역(25), 기판(11) 및 반도체 물질부(85)는 npn 트랜지스터 구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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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70)에서 1단 트랜지스터 구조(81)는 이미터와 베이스

간에 순방향 전압을 가하고 컬렉터와 베이스에 순방향 전압을 가하면 펄스 스위칭 회로가 된다.

여기서,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70)에서 상기 1단 트랜지스터 구조(81)는 이미터와 베이스 간에 

역방향 전압을 가하고 컬렉터와 베이스에 역방향 전압을 가해도 펄스 스위칭 회로가 된다.

상기와 같이 1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70)는 다음과 같이, 발광소자 및 

수광소자로서 기능을 한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70)의 이미터와 베이스, 컬렉터와 베이스 간에 순방향 전압 또는 역방향 

전압을 가함으로써, p-n 접합 부위(24)에서 양자 구속효과에 의한 발광을 내거나 수광 동작을 하는 동시에, 그 발광 

동작 또는 수광 동작을 온-오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70)에서, 상기 1단 트랜지스터 구조(81)는 이미

터와 베이스간에 순방향 전압을 가하고, 컬렉터와 베이스간에 역방향 전압을 가하면 증폭 작용을 하게 되어 1단 증폭

을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70)의 이미터와 베이스간에는 순방향 전압, 컬렉터와 베이스간에

는 역방향 전압을 가하면, 제1 및 제2게이트(G1)(G2)가 온 상태일 때, 미량의 제1게이트(G1) 전류신호를 입력해서도

p-n 접합 부위(24)에서 발광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으며, 제1게이트(G1)는 오프 상태이고, 제2게이트(G2)는 온 상태

에서 광 검출시 검출신호를 증폭시켜 출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70)는 도핑 영역(25), 기판(11) 및 반도체 물질부(85)가 pnp 트랜지스터 

구조를 이루는 경우에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1단 증폭 기능 및 펄스 스위칭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70)에 내장된 적어도 1단 이상의 트랜지스터 구조는 증폭,

스위칭, 상태(전류의 흐름과 멈춤 상태) 유지 기능 중 적어도 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내장형 능동소자로서 

기능 을 하여, 발광소자 및 수광소자를 구동할 수 있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90)를 그 외부 구동회로(110)와 함께 나타낸 도면이고, 도 13은 

도 12의 등가 회로도이다.

도 12 및 도 1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90)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bipolar ju

nction transistor) 구조로 된 스위칭부(100)를 구비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도 2에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재는 도 2에서와 동일 참조부호로 표기하고, 반복적인 설명을 생략한다.

여기서,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는 이미터(103)에서 컬렉터(105)를 향하는 캐리어의 흐름을 베이스 전류로 제어하

도록 된 것으로, pn접합의 제법에 따라 합금형, 성장형, 확산형 등이 있다.

도 12는 상기 스위칭부(100)가 확산 방식에 의해 플래너(planar) 구조로 형성된 예를 보여 준다.

확산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스위칭부(100)는 기판(11)의 도핑 영역(25)이 형성되는 동일 면에 예를 들어, 먼저,

도핑에 의해 n+형 베이스(101)를 형성하고, 이 베이스(101) 위에 도핑에 의해 p+형 이미터(103)를 형성하고, 베이

스(101)와 이격되게 기판(11)에 도핑에 의해 p+형 컬렉터(105)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pnp 구조로 제조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스위칭부(100)는 npn 구조로 제조될 수도 있다.

이때, 이미터(103)는 베이스(101)의 불순물 농도에 비해 충분히 작은 불순물 농도를 갖도록 형성되고, 베이스(101)의

폭(w:컬렉터(105)쪽의 베이스(101)와 이미터(103)의 경계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좁게 형성되어, 대부분의 캐리어가

컬렉터(105)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된 것이 바람직하다.

도 12에 예시한 바와 같이, 스위칭부(100)가 pnp 구조의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인 경우, 정공이 캐리어가 된다. 

반대로, 상기 스위칭부(100)가 npn 구조의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인 경우에는, 전자가 캐리어가 된다.

한편, 상기 베이스(101), 이미터(103), 컬렉터(105) 상에는 각각 베이스 전극(107), 이미터 전극(108), 컬렉터 전극(1

09)이 형성되며, 컬렉터 전극(109)은 광소자부(20)의 제1전극(22)과 컨택되되도록 형성되어, 도핑 영역(25)에 전기

적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베이스 전극(107)은 제2게이트(G2)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90)에서 발광 동작

이 일어나도록 하고자 할 때, 제2게이트(G2)에는 전압 신호가 입력된다.

즉, 도 12에 도시된 상기 스위칭부(100)는 전압 구동형 pnp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로, 발광 전원 입력 스위칭을 

위한 트리거 신호를 제2게이트(G2) 즉, 베이스 전극(107)을 통해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구조의 스위칭부(100)를 구비

하므로, 광소자부(20)에서 발광 및 수광 동작이 선택적으로 일어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구조의 스위칭부(100)를 구비한 실리콘 광소자(90)에서의 발광 동작, 수

광 동작, 발광 및 수광 동작의 전환, 발광 및 수광 지속시간 제어 원리는 도 2를 참조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경우와 유사하다.

즉, 제1게이트(G1)가 오프 상태이면, 제2게이트(G2)의 온,오프 상태에 관계없이, 실리콘 광소자(90)는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을 하지 않는다.

제1 및 제2게이트(G1)(G2) 모두 온 상태이면, 캐리어가 이미터(103)로부터 컬렉터(105)로 이동되어, 전원 전류가 광

소자부(20)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에 의해 도핑 영역(25)의 pn-접합 부위(24)에서 발광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제

2게이트(G2)를 온 상태로 유지하는 동안, 제1게이트(G1)를 온, 오프시키면, 발광을 온,오프 시킬 수 있다.

제1게이트(G1)가 온 상태이고, 제2게이트(G2)가 오프되면, 실리콘 광소자(90)는 수광 동작을 행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90)에서의 발광 온,오프,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의 전환, 발

광 및 수광 지속시간 제어 원리는 도 2를 참조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보다 자

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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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12에서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90)가 2단 증폭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구조의 광소자

부(20)를 포함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90)에서 광소자부의 구조는 이

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스위칭부를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구조로 형성하고, 광소자 부는 2단 이상의 증폭 트랜

지스터를 내장한 구조로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스위칭부를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구조로 형성하고, 광소

자부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1단 증폭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구조로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제1게이트 전극(29) 대신에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후막형 제1게이트 전극 구조(51)를 구

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도 12에 도시된 스위칭부(100)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의 일 예로, 이 스위칭부(100

)의 세부 구조 및 이를 구비한 실리콘 광소자(90)를 구동하기 위한 외부 구동회로(110)의 세부 구조는 다양하게 변형

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는 광소자부에 1단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하고 있으

며, 선택적으로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칭부를 구비하므로, 내부 전류 증폭이 가능하여 소량의 

전류만으로 발광을 일으키거나 수광 신호를 증폭시켜 출력하도록 구동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폭 회로 및 

스위칭 회로를 외부에 장착하는 종래의 경우에 발생하는 외부 전원선의 리액턴스나 캐퍼시턴스의 기생효과를 없앨 

수 있어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는 선택적으로 발광소자 및 수광소자로서 동작할 수 있으므

로, 이러한 실리콘 광소자를 이용하면, 동일 화소를 통해 화상을 입,출력할 수 있는 화상 입출력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를 이용한 화상 입출력장치의 제1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는, n형 또는 p형의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에 발광 

및 수광 동작이 모두 가능하며, 발광 및 수광 동작의 전환이 가능한 실리콘 광소자(125)가 이차원 어레이 배열되어 이

루어진 실리콘 광소자 패널(120)을 구비한다.

상기 실리콘 광소자(125)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 중 어느 하나가 적용

된다.

상기 실리콘 광소자(125)는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이 모두 가능하며, 쉽게 발광 동작과 수광 동작을 전환할 수 있으

므로, 화상 입력과 화상 출력이 동일 실리콘 광소자(125)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실리콘 광소자 패널(120)은 동일 화소를 통한 화상 입,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실리콘 광소자(125)는, 발광 지속시간 및 수광 지속시간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량 전류로 발광 구

동을 하거나, 수광 신호를 증폭하여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기 실리콘 광소자 패널(120)은 외부의 증폭 회로 및

스위칭 회로 없이도, 원하는 바대로 화상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으며, 저전력형 화상 입출력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실리콘 광소자(125)는 반도체 물질을 이용하여 반도체 제조 공정을 통해 초소형의 어레이 형태로 형성

될 수 있으므로, 상기 실리콘 광소자 패널(120)은 n형 또는 p형의 실리콘에 기반을 둔 단일 기판(11)에 일련의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제조될 수 있다.

한편, 실리콘 광소자(125)의 이차원 어레이로 이루어진 실리콘 광소자 패널(120)에서 전극 구조는 각 화소별 화상의 

선택적 입력 및 출력 동작이 가능하도록 기판(11)에 패터닝된다.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에 있어서, 실리콘 광소자 패널(120)은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화소(P)당 하나

의 실리콘 광소자(125)가 대응되도록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실리콘 광소자 패널(120)의 각 화소를 이루는 실리콘 광소자(125) 각각은 단일 파장의 광 또는 백색광을 출력 

및/또는 검출하도록 된 것이 바람직하다.

실리콘 광소자(125)가 단일 파장의 광 또는 백색광을 출력 및 검출하도록 마련된 경우,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

치는 단색 화상을 디스플레이 및 피사체를 촬영한 전기적인 단색 화상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한편,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에 따르면, 실리콘 광소자 패널(120)을

이루는 실리콘 광소자(125) 각각이 백색광을 출력 및 검출하도록 마련되고, 실리콘 광소자 패널(120) 전면(광 입력 

및 출력측)에 풀(full) 칼라 화상을 구현하기 위한 칼라 필터(130)를 더 구비하면, 풀 칼라 화상을 디스플레이하고, 피

사체의 칼라를 그대로 촬영한 전기적인 풀 칼라 화상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상기 칼라 필터(130)는 예를 들어,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화 소(P)에 R, G, B 요소가 모두 대응되게 형

성된다.

이 칼라 필터(130)의 R, G, B 요소의 배치 형상은 후술하는 다른 실시예의 실리콘 광소자 패널에서의 실리콘 광소자

의 2차원 배열과 유사하다. 여기서, 칼라 필터(130)의 R, G, B칼라를 구현하기 위한 배치는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리콘 광소자 패널(120) 전면에 칼라 필터(130)를 구비한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는, 칼라 화상

을 입력 및 출력할 수 있다. 즉, 피사체를 촬영하여 전기적인 칼라 화상 신호로 바꿀 수 있으며, 전기적인 칼라 화상 신

호에 따라 풀 칼라 화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를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이다.

도 1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에 있어서, 실리콘 광소자 패널(140)은 각 화소(P)에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실리콘 광소자(145R)(145G)(145B)가 대응되도록 형성된다. 도 17에서는 상기 실리콘 광소자 

패널(140)이 각 화소(P)에 세 개의 실리콘 광소자(145R)(145G)(145G)가 대응되도록 형성된 경우를 예를 들어 도시

한 것이다.

이때, 각 화소(P)에 대응되는 세 개의 실리콘 광소자(145R)(145G)(145B)로는 각각 예를 들어, 적색광(R), 녹색광(G),

청색광(B)을 출력하고 각 칼라광을 검출하여 전기적인 칼라 화상 신호로 바꾸어주도록 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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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광소자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한다.

이와 같이, 각 화소(P)에 예를 들어, 청색광(R), 녹색광(G), 청색광(B)을 각 각 출력 및 검출하도록 형성된 3개의 특정

색광용 실리콘 광소자(145a)(145b)(145c)가 위치되도록 실리콘 광소자 패널을 구성하는 경우, 칼라 필터 없이 R, G,

B 풀-칼라(full-color)를 구현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특정 색광용 실리콘 광소자(145a)(145b)(145c)는 발광 및 검출 

파장을 달리하기 위해 예를 들어, 극소 캐버티 길이에만 차이가 있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실리콘 광소자 패널(140)을 이용하면, 별도의 칼라 필터 없이도 칼라 화상을 구현할 수 있

다.

여기서, 보다 선명한 칼라 화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 15 및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은 칼라 필터(130)를 상기 실리

콘 광소자 패널(140)의 전면에 더 구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실리콘 광소자 패널(140)의 각 화소(P)에 대응하는 세가지 파장의 광을 출력 및 검출할 수 있는 세 개 이상의

실리콘 광소자(145R)(145G)(145B)의 칼라 배치 및/또는 칼라 필터(30)의 R, G, B요소의 배치는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색 또는 칼라 화상을 입력 및 출력할 수 있는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는, 화소 

단위로 선택적인 화상 입력과 화상 출력이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컴퓨터용 모니터, 텔레비전, 휴대 단말기 등의 양방

향 화상 통신을 필요로 하는 기기에 화상 입출력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는 단일 패널내에서 화상의 입력 및 출력이 이루어

지므로,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를 이용하면, 화상 통신시 별도의 카메라가 불필요한 이점이 있다.

여기서, 상기 휴대 단말기는, 이동 전화, 개인 정보 단말기(PDA) 등 다양한 종류의 휴대 가능한 통신용 기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를 이용하면, 단일 패널내에서 화상의 입력 및 출력이 이루어지므로, 작업자의 

정면 모습을 찍어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생동감있는 화상 통신이 가능하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가 단일 기판에 실리콘 광소자가 이차원 어레이로 배열 형성되어 이루어

진 단일의 실리콘 광소자 패널을 구비하는 것으로 설명 및 도시하였는데,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는 실리콘 광소자 패널을 복수개 이상 조합하여 보다 대화면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도 18은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가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사용되는 실시예를 보인 도면이다

.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는 광무선 리모콘(155)을 이용하여, 화면(151)내에 정보

를 입력하거나 메뉴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디지털 텔레비전(150)에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광무선 리모콘(155)

은, 광 포인터와 같이 특정의 범위내에만 광을 조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광무선 리모콘(155)으로부터 화면(151)내

의 특정 영역 예컨대, 소정 메뉴(153)에 정보 광신호가 조사되면, 그 특정 영역에 위치된 수광소자로서 기능을 하는 

실리콘 광소자는 이 광신호를 수신하며, 이 수신된 광신호에 따라 예를 들어, 디지털 텔레비전(151)의 채널을 바꾸거

나, 인터넷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는 양방향 광 정보 전달이 요구되는 다양한 기기에 응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실리콘 광소자는 예를 들어,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에 스위칭부 즉,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OSFET) 구조나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Bipolar Junction Transistor) 구조를 형성한 다음, 이와 인

접하는 광소자부를 극도로 얕은 확산 공정 또는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이용하여 만든다.

실리콘 광소자 패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층간 배선 및 전원 공급선은 기존의 메모리 공정에서의 비트 라인(bit line)

과 워드 라인(word line) 공정과 같이 각 화소 구조로 연결된다. 이러한, 실리콘 광소자 패널은 화소 단위로 제어가능

한 수발광 광집적회로로, 수광지속시간과 발광지속시간의 제어가 용이하고, 하나의 화소단위에서 수광과 발광을 동

시에 행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는,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에 스위칭 기능 및/또는 증폭 기능을 하

는 회로가 내장된 구조로 형성되며, 극도로 얕게 도핑된 도핑 영역을 구비하고 있어, 발광 및 수광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는 외부적인 증폭 회로 및 스위칭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발광 및 수광 동작을 선택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발광지속시간 및 수광지속시간을 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고속 스위

칭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칭 기능 및/또는 증폭 기능을 하는 회로가 내장된 구조의 실리콘 광소자

는,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을 사용하므로, 일련의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제조가 가능하다.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광소자를 적용한 실리콘 

광소자 패널은, 수발광소자가 단위셀로 집적되어 있으며, 발광지속시간과 수광지속시간을 단위셀 단위로 제어 가능

하며, 증폭회로가 내장되므로, 전체적인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는 소형 제품에

장착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는 화소단위로 수광과 발광을 행할 수 있어, 단일 패널내에서

화상을 디스플레이하고 디스플레이되는 화상을 보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작업자 모습 등을 정면으로 촬영하여 

전기적인 화상 신호를 생성하거나 광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여 양방향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입출력장치를 이용하면, 화상 통신시에는 별도의 카메라가 불필요하여, 생동감있는 화상

통신이 가능하며, 디지털 텔레비전 등에 이용시에는 광리모콘 등으로 화면내에 위치된 메뉴를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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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n형 또는 p형의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과;

수광 및 발광이 일어나도록 상기 기판의 일면에 소정의 도판트에 의해 상기 기판과 반대형으로 양자구속효과에 의해 

광전변환 효과를 나타내는 도핑 깊이로 도핑된 도핑 영역과; 상기 기판의 반대면에 적어도 일부분이 상기 도핑 영역

과 함께 스택 구조를 이루도록 형성된 복수의 반도체 물질부;를 포함하여, 상기 기판에 인접한 반도체 물질부는 상기 

기판과 반대형이고,서로 인접한 반도체 물질부들은 서로 반대형으로 형성되어, 2단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구조

로 된 광소자부와;

상기 기판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상기 광소자부 일측에 형성되며, 상기 광소자부에서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이 선택

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스위칭부와;

상기 광소자부 및 스위칭부에 발광 및 수광 동작의 제어를 위한 전기적인 신호 및 전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입력하

거나 수광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전극 구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광소자부의 스택 구조를 이루는 부분에서 가장 외측에 위치된 반도체 물질부를 제1반도체 물질부, 상기 제1반도

체 물질부의 내측으로 인접한 반도체 물질부를 제2반도체 물질부라 할 때,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에 전기적으로 연결

된 제1게이트 전극과;

상기 도핑 영역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1전극과;

상기 제1반도체 물질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2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은 상기 도핑 영역 상에 형성된 투명 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 상의 일부 영역에 형성된 절연막과; 상기 절연막과 제2반도체 물질부 상에 

형성되고, 그 위에 상기 제2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고저항 물질층;을 더 구비하여, 상기 제2게이트 전극이 상기 절연

막에 의해 상기 고저항 물질층을 사이에 두고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와 좁은 영역에서 전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반도체 물질부는 상기 기판의 반대면에 상기 도핑 영역에 비

해 깊은 위치까지 도판트를 주입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6.
n형 또는 p형의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과;

수광 및 발광이 일어나도록 상기 기판의 일면에 소정의 도판트에 의해 상기 기판과 반대형으로 양자구속효과에 의해 

광전변환 효과를 나타내는 도핑 깊이로 도핑된 도핑 영역과; 상기 기판의 반대면 일부 영역에 상기 도핑 영역과 함께 

스택 구조를 이루도록 상기 기판과 반대형으로 형성된 하나의 반도체 물질부;를 포함하는 1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구조로 된 광소자부와;

상기 기판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상기 광소자부 일측에 형성되며, 상기 광소자부에서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이 선택

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스위칭부와;

상기 광소자부 및 스위칭부에 발광 및 수광 동작의 제어를 위한 전기적인 신호 및 전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입력하

거나 수광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전극 구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1게이트 전극과;

상기 도핑 영역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1전극과;

상기 반도체 물질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2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은 상기 도핑 영역 상에 형성된 투명 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9.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물질부는 상기 기판의 반대면에 상기 도핑 영역에 비해 깊은 

위치까지 도판트를 주입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

스터(MOSFET)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스위칭부에 마련된 제2게이트 전극과;

상기 스위칭부에 마련된 제3 및 제4전극;을 더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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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3 및 제4전극 중 어느 하나는 상기 도핑 영역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및 제4전극 중 다른 하나와 상기 제2전극은 서로 대응되게 캐소드, 애노드 중 어느 하나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Bipolar Ju

nction Transistor)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스위칭부에 마련된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전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기판에 베이스를 도핑하고, 그 위에 이미터를 도핑하고, 베이스 일측에 컬렉터를 

도핑하는 구조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컬렉터쪽의 상기 베이스와 이미터의 경계 사이의 간격은 충분히 좁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광소자.

청구항 15.
n형 또는 p형의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에 화상을 입력 및 출력할 수 있는 실리콘 광소자가 이차원 어레이로 배열되

어 이루어진 실리콘 광소자 패널;을 구비하며,

상기 실리콘 광소자는,

수광 및 발광이 일어나도록 상기 기판의 일면에 소정의 도판트에 의해 상기 기판과 반대형으로 양자구속효과에 의해 

광전변환 효과를 나타내는 도핑 깊이로 도핑된 도핑 영역과; 상기 기판의 반대면에 적어도 일부분이 상기 도핑 영역

과 함께 스택 구조를 이루도록 형성된 복수의 반도체 물질부;를 포함하여, 상기 기판에 인접한 반도체 물질부는 상기 

기판과 반대형이고,서로 인접한 반도체 물질부들은 서로 반대형으로 형성되어, 2단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구조

로 된 광소자부와;

상기 기판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상기 광소자부 일측에 형성되며, 상기 광소자부에서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이 선택

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스위칭부와;

상기 광소자부 및 스위칭부에 발광 및 수광 동작의 제어를 위한 전기적인 신호 및 전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입력하

거나 수광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전극 구조;를 포함하여, 화상 입력과 화상 출력이 동일 실리콘 광소자를 통하여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실리콘 광소자 패널로부터 각 화소별 화상의 선택적 입력 및 출력 동작이 가능하도록 패터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광소자부의 스택 구조를 이루는 부분에서 가장 외측에 위치된 반도체 물질부를 제1반도체 물질부, 상기 제1반도

체 물질부의 내측으로 인접한 반도체 물질부를 제2반도체 물질부라 할 때,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에 전기적으로 연결

된 제1게이트 전극과;

상기 도핑 영역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1전극과;

상기 제1반도체 물질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2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은 상기 도핑 영역상에 형성된 투명 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OSFET)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스위칭부에 마련된 제2게이트 전극과;

상기 스위칭부에 마련된 제3 및 제4전극;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3 및 제4전극 중 어느 하나는 상기 도핑 영역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및 제4전극 중 다른 하나와 상기 제2전극은 서로 대응되게 캐소드, 애노드 중 어느 하나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Bipolar Junction Transistor)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스위칭부에 마련된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전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기판에 베이스를 도핑하고, 그 위에 이미터를 도핑하고, 베이스 일측에 컬렉터를 

도핑하는 구조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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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컬렉터쪽의 상기 베이스와 이미터의 경계 사이의 간격은 충분히 좁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23.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 상의 일부 영역에 형성된 절연막과; 상기 절연막과 제2반도체 물질부 상에 

형성되고, 그 위에 상기 제2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고저항 물질층;을 더 구비하여, 상기 제2게이트 전극이 상기 절연

막에 의해 상기 고저항 물질층을 사이에 두고 상기 제2반도체 물질부와 좁은 영역에서 전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24.
제15항 내지 제2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반도체 물질부는 상기 기판의 반대면에 상기 도핑 영역에 

비해 깊은 위치까지 도판트를 주입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25.
n형 또는 p형의 실리콘에 기반을 둔 기판에 화상을 입력 및 출력할 수 있는 실리콘 광소자가 이차원 어레이로 배열되

어 이루어진 실리콘 광소자 패널;을 구비하며,

상기 실리콘 광소자는,

수광 및 발광이 일어나도록 상기 기판의 일면에 소정의 도판트에 의해 상기 기판과 반대형으로 양자구속효과에 의해 

광전변환 효과를 나타내는 도핑 깊이로 도핑된 도핑 영역과; 상기 기판의 반대면 일부 영역에 상기 도핑 영역과 함께 

스택 구조를 이루도록 상기 기판과 반대형으로 형성된 하나의 반도체 물질부;를 포함하는 1단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구조로 된 광소자부와;

상기 기판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상기 광소자부 일측에 형성되며, 상기 광소자부에서 발광 동작 및 수광 동작이 선택

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스위칭부와;

상기 광소자부 및 스위칭부에 발광 및 수광 동작의 제어를 위한 전기적인 신호 및 전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입력하

거나 수광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전극 구조;를 포함하여, 화상 입력과 화상 출력이 동일 실리콘 광소자를 통하여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실리콘 광소자 패널로부터 각 화소별 화상의 선택적 입력 및 출력 동작이 가능하도록 패터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1게이트 전극과;

상기 도핑 영역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1전극과;

상기 반도체 물질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2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은 상기 도핑 영역 상에 형성된 투명 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OSFET)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스위칭부에 마련된 제2게이트 전극과;

상기 스위칭부에 마련된 제3 및 제4전극;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3 및 제4전극 중 어느 하나는 상기 도핑 영역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및 제4전극 중 다른 하나와 상기 제2전극은 서로 대응되게 캐소드, 애노드 중 어느 하나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Bipolar Junction Transistor)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기 전극 구조는,

상기 스위칭부에 마련된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전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기판에 베이스를 도핑하고, 그 위에 이미터를 도핑하고, 베이스 일측에 컬렉터를 

도핑하는 구조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컬렉터쪽의 상기 베이스와 이미터의 경계 사이의 간 격은 충분히 좁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33.
제25항 내지 제3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물질부는 상기 기판의 반대면에 상기 도핑 영역에 비해 깊

은 위치까지 도판트를 주입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34.
제15항 내지 제23항, 제25항 내지 제3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광소자 패널에는 각 화소당 광을 발

광 및 수광하도록 된 세 개 이상의 실리콘 광소자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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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항에 있어서, 각 화소에 대응하는 세 개 이상의 실리콘 광소자는 칼라 화상을 구현하기 위한 서로 다른 파장의 광

을 발광하거나 수광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광소자 패널의 전면에 선명한 칼라 화상을 구현하기 위한 칼라 필터;를 더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광소자 패널의 전면에 칼라 화상을 구현하기 위한 칼라 필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38.
제34항에 있어서, 광무선 리모콘을 이용하여, 화면 내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메뉴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디

지털 텔레비젼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청구항 39.
제15항 내지 제23항, 제25항 내지 제3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광무선 리모콘을 이용하여, 화면 내에 정보를 입

력하거나 메뉴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디지털 텔레비젼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입출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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