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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미지센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예컨대 5V 이하의 낮은 전원전압에서 완전 공핍 가
능 전압을 얻을 수 있는 저전압 포토다이오드(Photo Diode)를 갖는 CMOS 이미지센서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현재 성숙되어 있는 서브마이크론(Submicron)급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와 
MOSFET들로 구성된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Unit Pixel)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발명은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에서 생성된 광전하를 플로팅확산영역으로 전송하는 효율, 
즉 전하전달효율(charge transfer efficiency)을 극대화하기 위한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 및 그 제
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대표도

도6

색인어

CMOS 이미지센서, 포토다이오드, 픽셀, 트랜스퍼 트랜지스터, 피닝전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통상의 CCD(charge coupled device) 이미지센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2는 종래기술에 따른 APS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3 및 도4는 개선된 종래의 APS의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 화소 회로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 화소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7a 내지 도 7k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 화소 제조 공정도.

도8a 및 도8b는 각각 N
-
 이온주입마스크와 P

0
 이온주입마스크의 평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601 : P
+
기판    602 : P에피층

603 : 저농도 N도핑영역   604 : 얕은 P도핑영역

605 : P웰          606 : 드레인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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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필드산화막         608 : 플로팅접합

Tx : 트랜스퍼 트랜지스터  Rx : 리셋 트랜지스터

Dx : 드라이브 트랜지스터  Sx : 셀렉트 트랜지스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미지센서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서브마이크론(submicron)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기술을 사용하여 집적화한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 화소 
구조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CMOS 이미지센서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TV나 비디오(Video) 등을 주축으로 한 기존 이미지센서 시장에
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컴퓨터(Computer) 산업과 통신산업 등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일렉트릭 스틸 카메라
(Digital Electric Still Camera), PC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Camcoder),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시장의 성장에 비례하여 수요의 증대가 기대되며, 또한, 비디오 게임(Video Game) 기기, 경비용 
카메라(Security Camera), 의료용 마이크로 카메라(Micro Camera), HDTV 등의 분야에서도 수요증가가 예
상되고 있다.

도1은 통상의 CCD(charge coupled device) 이미지센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로서,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상의 CCD 이미지센서(100)는 외부의 피사체 이미지를 촬상한 빛을 흡수하여 광전하 모으고 축적
하는 광전변환 및 전하축적부(10)와, 광전변환 및 전하축적부(10)에서 발생된 전하를 운송하기 위한 전하
운송부(20),  및 상기 전하운송부(20)로부터 운송된 광전하를 전기적 신호를 출력하는 신호변환부(30)로 
구성된다.

상기 광전변환 및 전하축적부(10)는 주로 포토다이오드(photo diode)를 사용하는데, 포토다이오드는 P-N 
접합(junction)을 이용하여 포텐셜 웰(potential well)을 형성시키고 빛에 의해 발생된 전하를 이 포텐셜 
웰에 축적해 두는 소자이다.  광전변환 및 전하축적부(10)에서 발생된 전하는 포토다이오드의 포텐셜 웰
에 갇혀있는데, 이 포텐셜 웰을 움직임으로써 필요한 곳으로 전하를 운송할 수 있다. 전하운송부(20)는 
이러한 전하 운송을 담당한다.  신호변환부(30)는 운송된 전하로부터 전압을 발생시킨다.  한편, 신호 검
출이 끝나면,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전하를 위하여 현재 포텐셜 웰의 전하는 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신호변환부의 포텐셜 웰의 장벽(barrier)을 제거하여 전하를 배출하는데 이를 리셋(reset)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상의 CCD 이미지센서는 CMOS 이미지센서와 달리 트랜지스터(Transistor)에 
의한 스위칭(Switching) 방식이 아니라 전하 결합(Charge Coupling)에 의해서 신호를 검출한다. 그리고, 
화소에 해당하고 광감지 역할을 하는 포토다이오드(Photo Diode)는 광전류를 즉시 추출하지 않고 일정 시
간 누적시킨 다음 추출하므로 신호 전압을 누적 시간만큼 키울 수 있어 광감도(Sensitivity)가 좋고, 노
이즈(Noise)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광전하를 계속 운송해야 하므로 구동방식이 복잡하고, 약 
8∼10 V의 고전압 및 약 1W 이상의 고전력 소모가 요구된다.  또한, CCD 기술은 서브마이크론(Submicro
n)급 CMOS 공정에서 사용되는 마스크 수(약 20개)에 비해 훨씬 많은 수(약 30∼40개)의 마스크가 필요하
여 공정이 복잡하고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CMOS 공정으로 진행되는 시그널 프로세싱 회로를 
CCD 이미지센서 칩내에 구현할 수 없어 원칩화가 곤란하여 제품의 소형화가 어렵고, 그 기능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CMOS 제조 기술과 CCD 기술을 조합하여 트랜지스터(Transistor)에 의한 스위칭(Switching) 방식
으로 신호를 검출하는 APS(active pixel sensor)가 많이 제안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기술에 대해 언급
한다. 

도2는 미국 특허 No. 5,471,515에서 Fossum 등이 제안한 APS(active pixel sensor)의 단위 화소 회로도를 
나타낸다.  도  2의  APS는  광전하(Photogenerated  Charge)를  모으기  위한  소자로서  모스  캐패시터(MOS 
Capacitor) 구조의 포토게이트(21)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2의 APS는 포토게이트(21)에서 생성된 전
하를 플로팅 확산(floating diffusion)(22)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트랜스퍼 게이트(23)를 구비하고, 또한 
리셋 게이트(24) 및 드레인확산(25)을 구비하며, 소스 팔로우워(Source Follower) 역할을 하는 드라이브 
트랜지스터(26)와 화소 어레이의 로우(row)를 선택하기 위한 셀렉트 트랜지스터(27) 및 로드(load) 트랜
지스터(28)를 구비한다. 

그러나, 도2에 도시된 APS에서 광감지 영역인 모스 캐패시터는 두꺼운 폴리실리콘(Polysilicon)으로 이루
어져  있어,  적색광  보다  짧은  단파장의  청색광(Blue  Light)이  투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조도
(illumination)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칼라 이미지 구현이 곤란하다.

도3은 미국 특허 No. 5,625,210에서 Lee 등이 제안한 APS(active pixel sensor)의 단면도로서, 여기서는 
잘 알려진 핀드 포토다이오드(Pinned photodiode)와 함께 집적화된 APS(active pixel sensor)를 개시하고 
있다. 도3의 APS는 광전하 모으기 위하여 핀드 포토다이오드(PPD)를 사용하고 있으며, 핀드 포토다이오드

(PPD)에 의해 생성된 광전하를 출력노드인 플로팅 N
+ 
접합(37)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채널영역에 저농도 도

핑영역인 N
- 
영역(36)을 갖는 트랜스퍼 게이트(Tx)(35a)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상기 N

+ 
접합(37)을 자신

의 일측 접합으로 가지며 전원전압 VDD가 접속된 N
+ 
접합(38)을 타측 접합으로 가지는 리셋 게이트(35b)를 

구비하고 있다. 핀드 포토다이오드(PPD)는 P형 기판(31) 상에 성장된 P-에피(epi)층(32)에 이온주입을 실

시하여 N
+
영역(33)과 P

+
영역(34)을 형성하는 것에 의해 제조된다. 미설명 도면부호 39는 필드산화막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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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35a, 35b, 35c는 각각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나타낸다. 

한편, 미국 특허 No. 5,625,210에서 Lee 등은 상기 핀드 포토다이오드(PPD)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으로써,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일 마스크(예컨대 포토레지스트 패턴)(41)를 사용하여 N
+
 및 P

+
 이온주입을 순

서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즉, 단일 마스크를 사용하여 두 번의 이온주입으로 핀드 포토
다이오드(PPD)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 마스크층을 사용하여 N
+
 및 P

+
 이온주입을 연속 실시하여 핀드 포토

다이오드를 제조할 경우, N
+
영역(33)은 필드산화막(39)의 에지와 충분히 이격되지 못하여 필드산화막(39)

의 에지에서 P
+
영역(34)과 P-에피층(32)이 서로 전기적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P

+ 
영역(3

4)과 P-에피층(32)이 3.3V와 같은 전원전압에서 등전위를 갖기 어려우며 이에 의해 N
+
영역(33)은 완전히 

공핍(Fully Depletion)되지 못하여 안정된 피닝(Pinning) 전압을 얻을 수 없다.

그밖에 미국 특허 No. 5,567,632에서 Nakashiba와 Uchiya는 단일 마스크(Single Masking )와 경사 이온 
주입법(Angled  Implantation)을 이용한 핀드(Pinned)(또는 Buried)  포토다이오드 제조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양산체제에서 이온주입 각도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하기 매우 곤란하다. 즉, 포토다이오
드의 N+영역 및 P+영역의 얼라인 정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또한, 경사 이온주입에 의한 저전
압 포토다이오드의 형성은 저온 열공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서브마이크론 CMOS 공정에서 안정적으로 구
현하기 힘들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예컨대 5V 이하의 낮은 전원전압에서 완전 공핍 가능 전압을 얻을 수 있는 저전압 포토
다이오드(low voltage Photo Diode)를 갖는 CMOS 이미지센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서브마이크론(Submicron)급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와 
MOSFET들로 단위화소(Unit Pixel)를 구성한 CMOS 이미지센서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광감지부에서 생성된 광전하를 플로팅 확산 영역으로 전송하는 효율, 즉 전하 
전달 효율(charge transfer efficiency)을 극대화하기 위한 CMOS 이미지센서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는 필드영역과 활성영역을 갖는 제1도전형의 
반도체층; 상기 반도체층 내에 형성되고 자신의 에지 일부가 상기 필드영역의 에지로부터 이격된 제2도전
형의 제1도핑영역; 및 상기 제1도핑영역 상부와 상기 반도체층의 표면 하부에 형성되고 상기 제1도핑영역
보다 더 큰 폭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일부영역이 상기 반도체층상에 형성된 제1도전형의 제2도핑영역을 포
함하여, 구동시 상기 반도체층과 상기 제2도핑영역이 서로 등전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반도체층의 하부에 상기 반도체층의 도펀트 보다 높은 농도의 도펀트를 갖는 제1 도전형의 반도체기
판을 더 포함하며, 상기 반도체층은 상기 반도체기판에 에피택셜 성장된 층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저전압 포토다이오드 제조방법은, 제1도전형의 반도체층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층에 활성영역과 필드영역을 정의하는 단계; 활성영역의 상기 반도체층 일부영역와 상기 필드영역을 덮는 
제1이온주입마스크를 사용한 이온주입에 의해 상기 반도체층 내에 제2도전형의 제1도핑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일부영역을 포함하는 상기 반도체층을 노출시킨 제2이온주입마스크를 사용한 이온주입에 
의해 상기 제1도핑영역 상부와 상기 반도체층의 표면 하부에 제1도전형의 제2도핑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는 서브마이크론 CMOS 제조공정의 온도 사이클 
하에서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은, 포토다이오드를 갖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에 있어서, 
제1도전형의 반도체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필드영역과 활성영역을 정의하기 위하여 상기 반도체층 상에 
소자분리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소자분리막으로부터 상기 포토다이오드가 형성될 광감지영역을 두고 
떨어진 상기 반도체층 상에 트랜스퍼게이트를 패터닝하는 단계; 상기 광감지영역의 상기 반도체층이 노출
되되, 상기 광감지영역의 상기 반도체층 일부분을 덮도록 상기 제1이온주입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제2
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상기 반도체층 내부에 제1도핑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이온주입마
스크를 제거하는 단계; 상기 광감지영역의 상기 반도체층 일부분을 포함하는 상기 반도체층이 노출되도록 
제2이온주입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및 제1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상기 제1도핑영역 상부와 상기 
반도체층 하부에 제2도핑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제2도핑영역이 상기 반도체층과 콘택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이온주입되는 각 도펀트가 상기 트랜스퍼게이트를 통과하여 상기 트랜
스퍼 게이트 하부의 상기 반도체층으로 주입되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갖도록 상기 트랜스퍼게이트를 형성
하고, 상기 제1이온주입마스크가 상기 트랜스퍼게이트의 에지를 노출시키도록하여 상기 트랜스퍼게이트의 
에지에 상기 제1도핑영역을 자기정렬시키고, 상기 제2이온주입마스크가 상기 트랜스퍼게이트의 에지를 노
출시키도록하여 상기 트랜스퍼게이트의 에지에 상기 제2도핑영역을 자기정렬시킨다.

또한, 본 발명의 CMOS 이미지센서는, 제1도전형의 반도체층; 상기 반도체층에 국부적으로 형성된 제1 도
전형의 웰영역; 상기 반도체층 내부에 형성되며 외부로부터의 빛을 감지하여 광전하를 생성하기 위한 저
전압 포토다이오드;  상기 반도체층에 형성되어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로부터 생성된 전하를 전달받아 
저장하는 플로팅접합; 상기 플로팅접합으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제1 도전형의 웰에 
형성되며 양의 문턱전압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로부터 생성된 
전하를 상기 플로팅접합으로 스위칭 전달하기 위하여 상기 반도체층상에 형성되며 음의 문턱전압을 갖는 
트랜스퍼게이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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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는,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에 있어서, 제1도전형의 반
도체층; 상기 반도체층 내의 일부영역에 형성된 제1도전형의 웰영역; 상기 웰영역 이외의 상기 반도체층 
내에 형성되며 외부로부터의 빛을 감지하여 광전하를 생성하기 위한 저전압 포토다이오드; 상기 웰영역 
이외의 상기 반도체층의 표면 하부에 형성되어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로부터 생성된 광전하를 전달받
아 저장하는 제2도전형의 플로팅접합; 제1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로부터 상기 플
로팅접합으로 상기 광전하를 전달하기 위한 제1공핍형 트랜지스터; 제2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플로팅
접합을 리셋시키기 위한 제2공핍형 트랜지스터; 상기 웰영역에 형성된 소스/드레인 접합과, 상기 플로팅
접합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게이트를 갖는 제1증가형 트랜지스터; 및 상기 웰영역에 형성된 소스/드레인 
접합을 가지며, 어드레싱을 위한 제3제어신호를 자신의 게이트로 인가받는 제2증가형 트랜지스터를 포함
하며; 상기 제2공핍형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1증가형 트랜지스터는 공통 접합을 가지며, 상기 공통접합은 
상기 반도체층과 상기 웰영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은, 제1도전형의 반도체층을 준비하는 제1단계; 상기 반도체층
의 일부영역에 제1도전형의 웰영역을 형성하는 제2단계; 상기 웰영역에 형성될 트랜지스터의 특성 조절을 
위하여 상기 웰영역에 이온주입을 실시하는 제3단계; 상기 웰영역 상에 적어도 하나의 트랜지스터용 게이
트를 형성하고 상기 웰영역 이외의 상기 반도체층 상에 트랜스퍼게이트 및 리셋게이트를 각각 형성하는 
제4단계; 상기 트랜스퍼게이트와 인접한 상기 웰영역 이외의 상기 반도체층 내부에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
오드를 형성하는 제5단계; 상기 웰영역 상부가 오픈된 제1마스크를 형성하고 상기 트랜지스터의 저농도 
소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저농도 제2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는 제6단계; 상기 제1마스크
를 제거하고, 상기 트랜지스터용 게이트, 상기 트랜스퍼게이트와 상기 리셋게이트의 각 측벽에 스페이서
절연막을 형성하는 제7단계; 및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를 덮는 제2마스크를 형성하고 고농도 제2도전
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상기 트랜지스터의 고농도 소스/드레인을 형성하고 상기 트랜스퍼게이트와 상
기 리셋게이트 사이의 상기 반도체층 표면 하부에 플로팅접합을 형성하며 상기 리셋게이트에 인접한 상기 
반도체층 표면 하부에 드레인접합을 각각 형성하는 제8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제3단
계는, 상기 웰영역의 상부가 오픈된 제3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웰영역에 문턱전압 조절을 위한 이
온주입을 실시하는 단계; 상기 웰영역에 펀치쓰루 조절을 위한 이온주입을 실시하는 단계; 및 상기 제3마
스크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5는 저전압 포토다이오드(Low Voltage Photo Diode, LVPD)를 사용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Unit Pixel) 회로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위화소 내에는 1개의 저전
압 포토다이오드(LVPD)(510)와 4개의 NMOS 트랜지스터(520, 530, 540, 550)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NMOS 
트랜지스터는 저전압 포토다이오드(510)에서 모아진 광전하를 플로팅 노드(560)로 운송하기 위한 트랜스
퍼 트랜지스터(520)와, 원하는 값으로 노드의 전위를 세팅하고 전하를 배출하여 플로팅 노드(560)를 리셋
시키기 위한 리셋 트랜지스터(530)와, 소스 팔로워 버퍼 증폭기(Source Follower Buffer Amplifier) 역할
을 하는 드라이브 트랜지스터(540), 및 스위칭(Switching) 역할로 어드레싱(Addressing)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셀렉트 트랜지스터(550)로 구성된다. 미설명 도면부호 570은 로드(load) 트랜지스터를 나타낸다.

본 발명은 성숙되어 있는 서브마이크론 CMOS 제조 공정에 의해 상기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저전압 포토
다이오드(LVPD)와 MOSFET들로 이루어진 CMOS 이미지센서를 구현한다.

또한, 4개의 트랜지스터 중에서 트랜스퍼 트랜지스터(520)와 리셋 트랜지스터(530)는 전하 운송 효율을 
개선하고, 출력신호에서 전하 손실 및 전압 드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핍 모드(depletion mode) 또는 
낮은 문턱전압을 갖는 NMOS 트랜지스터로서 형성되어 진다. 특히, 이후에도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본 발명
에서는 P-웰 없이 P-에피층에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므로써 이에 적합한 트랜스퍼 트랜지스터(520)와 리셋 
트랜지스터(530)로서의 NMOS 트랜지스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네이티브(Native) NMOS 트랜지스터는 약하
게(slightly) 음의 문턱 전압을 갖는다. 

도6은 서브마이크론 CMOS 제조 공정에 의해 형성된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 화소 단면도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센서는 광감도(Sensitivity)를 개선하고, 광전하(photogenerated charge)의 
'miscollection'을 감소시키는 것에 광전하의 전달 기능 변화(modulation transfer function )을 개선하

기 위하여, 서브마이크론 CMOS 에피(Epi) 공정이 적용된다. 즉, 고농도의 P
+
기판(601)에 저농도의 P에피층

(602)이 형성된 웨이퍼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P 에피 웨이퍼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농도의 P에피층이 존재하므로 크고 깊게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에서의 공핍영역(Depletion region)을 증
가시킬 수 있어 광전하를 모으기 위한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의 능력(ability)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감도를 개선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P에피층(602)의 두께를 2
∼5㎛로 형성하며, 웰 깊이 등을 기타 다른 요소를 감안하면 2∼5㎛가 바람직 하다.  둘째, P에피층(60

2)의 하부에 고농도의 P
+
기판(601)을 갖게되면, 이웃하는 단위화소(pixel)로 전하가 확산되기 전에 이 전

하가 빨리 재결합(Recombination)되기 때문에 광전하의 불규칙 확산(Random Diffusion)을 감소시켜 광전

하의 전달 기능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게 상기 P
+
기판

(601)이 약 0.01Ωcm의 비저항을 갖고 상기 P에피층(602)은 약 10∼25Ωcm의 비저항을 갖도록, 즉 P
+
기판

(601)이 P에피층(602)의 비저항 보다 적어도 만배의 고농도를 갖도록, P
+
기판(601) 및 P에피층(602)의 도

펀트 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P에피층(602)내에는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깊은 저농도 N 도핑영역(Deep N
-
)(603), 및 얕은 P 도핑영역

(P
o
)(604)이 적층되어 저전압 포토다이오드(LVPD)를 형성한다.  P

0
/N

-
/P-에피 구조의 포토다이오드 구조는 

소오스/드레인 PN 접합(Junction) 구조나 모스 캐패시터 구조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광
감지영역(Light  Sensing  Region)이 폴리실리콘으로 덮여있지 않아 입사된 광자(Photon)를 전자(Electro
n)로 바꾸어 주는 능력(이를 Quantum Efficiency라 한다)이 우수하며, 특히 단파장의 청색광에 대한 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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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우수하다. 둘째, N
-
/P-에피 구조에 의해 광감지영역에서의 공핍 영역을 증가시킬 수 있어 장파장의 

적색광 또는 적외선에 대한 광감도도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더불어 저전압 포토다이오드 구조를 사용하
면 광감지영역에 모인 광전하(Photogenerated Charge)를 플로팅 노드(Floating Node)로 완전히 운송할 수 
있어서 전하 운송 효율(Charge Transfer Efficiency)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어 잔상현상(Image Lag)
을 줄일 수 있고, 실리콘과 실리콘산화막 계면에서의 전위를 조절하는 것에 의해 원치 않는 다크 전류
(Dark Current)를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공핍층의 깊이를 증가시킬 수 있어 많은 양의 광전하를 내포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포토다이오드의 장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서브마이크론 CMOS의 전원전압인 5V 또
는 3.3V 또는 2.5V 내에서 완전 공핍(Fully Depletion) 상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CCD 공정에서는 광전하를 운송하는 구동전압으로 8V 이상의 고전압을 사용하므로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의 
완전 공핍 가능 전압도 상대적으로 높은 5V 이상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CCD 공정에서는 저전압 포토다
이오드 형성 이온주입 후에 진행되는 고온 공정 때문에 5V 이하의 저전압에서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의 완
전 공핍 상태(Fully Depletion)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CCD 공정에서 사용되는 경사 이온주
입에 의한 저전압 포토다이오드 형성은 저온 열공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서브마이크론 CMOS 공정에서는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

전원전압이 3.3V이고 디자인 룰이 0.5um인 CMOS 공정을 예를 들면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의 완전 공핍 가능 
전압이 약 1.2V ~ 2.8V 범위에 있어야 한다. 만일 이 전압이 너무 높으면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내에서 생
성된 광전하를 구동전압 3.3V에서 플로팅 노드로 완전히 운송하기 힘들고, 너무 낮으면 저전압 포토다이
오드의 정전 용량(Charge Capacity)이 너무 작아 QE(Quantum Efficiency)가 저하된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추가 열공정 없이 일반적인 서브마이크론 CMOS 공정에서 적용되는 열공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지 2개의 마스크와 2개의 이온주입(경사 이온주입 아님)만을 추가하여 완전 공핍 가
능 전압이 약 1.2V ~ 2.8V(전원전압이 3.3V에서) 또는 약 1.2V ~ 4.5V(전원전압이 5V에서) 내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를 제조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후의 제조 공정 
설명과 함께 기술될 것이다. 이러한 공정에 의해 본 발명의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드산화막(607)의 에지와 인접한 N
-
도핑영역(603)의 일측 에지가 필드산화막(607)의 에지에서 확실

히 이격되어 P
o
도핑영역(604)과 P에피층(602)이 서로 전기적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됨으

로써, 5V 이하의 저전압에서 P
o
도핑영역(604)과 P에피층(602)은 서로 등전위를 갖게되어 N

-
도핑영역(603)

은 약 1.2V ~ 4.5V에서 완전 공핍이 가능하다. 또한, 1.2V ~ 4,5V에서 완전공핍이 가능하도록 N
-
도핑영역

(603)과 P
0
도핑영역(604)의 이온주입 에너지 및 도즈(dose)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실험결과 P-

에피층은 약 E14 ions/㎤의 도펀트 농도를 갖고, N
-
도핑영역은 약 E17 ions/㎤의 도펀트 농도를 갖으며, 

P
0
도핑영역은 약 E18 ions/㎤의 도펀트 농도를 갖도록 실시 구성하였을 때가 가장 바람직하였다.

본 발명에서, 4개의 트랜지스터 중에서 트랜스퍼 트랜지스터(Tx)와 리셋 트랜지스터(Rx)는 출력전압의 동
적범위(dynamic range)와 플로팅 노드의 완전한 리셋을 위하여 낮은 문턱전압 또는 공핍 모드 트랜지스터
로서 제작되어 진다. 드라이브 트랜지스터(Dx)  및 셀렉트 트랜지스터(Sx)는 통상의 증가형(enhancement 
mode) NMOS 트랜지스터로 형성되는데, 이를 위해 드라이브 트랜지스터(Dx) 및 셀렉트 트랜지스터(Sx)가 
형성될 활성영역은 P웰(605)이 형성되어야 한다. 

한편, 기존의 서브마이크론 CMOS 공정에서 허용되는 웰 설계 규칙을 적용하면 이후 열공정에 의한 웰 내
의 도펀트들이 측면 확산되어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와 트랜스퍼 및 리셋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이 저하
된다. 따라서, P웰(605)은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와 트랜스퍼 및 리셋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을 저하시
키지 않을 정도의 면적에 형성되는데,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P웰(605)의 일측 에지
가 네이티브 트랜지스터인 리셋 트랜지스터(Rx)의  드레인접합(606)  일부만을 포함하도록 형성되고 P웰
(605)의 타측 에지가 단위화소간의 분리를 위한 필드산화막(607)에 중첩된다. 이후의 설명에서는 이러한 
웰 형성 기술을 '미니(Mini) P웰 공정'으로 명명한다. 더불어, P웰(602) 내에 형성되는 드라이브 트랜지
스터(Dx)와 셀렉트 트랜지스터(Sx)의 접합(junction)은 LDD(lightly doped drain) 구조의 접합으로 형성
되고, 트랜스퍼 트랜지스터(Tx)와 리셋 트랜지스터(Rx)는 LDD(lightly doped drain) 구조를 사용하지 않
는다.  이는 리셋 전압으로부터 플로팅 노드의 분리를 개선하고, 플로팅 노드에 관련된 모든 캐패시턴스
를 감소시키는 것에 의해 픽셀의 광감도를 증가시키며, 오버랩 캐패시턴스를 감소시키는 것에 의해 리셋 
및 트랜스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인가되는 신호인 리셋 및 트랜스퍼 클럭 신호 간의 커플링 양을 감소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단위화소로부터 출력이 발생되는 동작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a) 트랜스퍼 트랜지스터(Tx), 리셋 트랜지스터(Rx) 및 셀렉트 트랜지스터(Sx)를 오프시킨다.  이때 저전
압 포토다이오드는 완전히 공핍(Fully Depletion) 된다.

(b) 광자(photons)가 실리콘기판에 흡수되어 광전하가 생성된다.

(c)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에 의해 광전하를 모은다.

(d) 광전하가 모여지는 적정 인터그레이션(Integration) 시간후에 리셋 트랜지스터(Rx)를  턴온시켜 플로
팅 노드(Floating Node)를 리셋(Reset) 시킨다.

(e) 셀렉트 트랜지스터를 턴온시켜 독출(read out)을 위한 단위화소를 선택한다.

(f) 소스 팔로워 버퍼(Source Follower Buffer)의 출력전압(V1)을 측정한다. 이 값은 단지 플로팅 노드
(Floating Node)의 직류 전위 변화(CD level shift)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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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트랜스퍼 트랜지스터(Tx)를 턴온 시킨다.

(h) 모아진 모든 광전하(Photogenerated Charge)는 플로팅 노드(Floating Sensing Node)로 운송된다.

(i) 트랜스퍼 트랜지스터(Tx)를 턴오프 시킨다.

(j) 소스 팔로워 버퍼(Source Follower Buffer)의 출력전압(V2)을 측정한다.

출력신호(V1-V2)는 V1과 V2 사이의 차이에서 얻어진 광전하 운송의 결과이며, 이는 노이즈(Noise)가 배제
된 순수 시그널 값이 된다. 이러한 방법을 CDS(Correlated Double Sampling)라고 하고, 

(k) 상기 (a) 내지 (j)의 과정을 반복한다. 단,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는 (h) 과정에서 완전한 공핍상태
(Fully Depletion)로 되어 있다.

도 7a 내지 도 7n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 화소 제조 공정도로서, 공정의 
상세 설명과 더불어 앞서 설명되지 않은 본 발명의 특징 또는 앞서 설명된 본 발명의 특징들이 더욱 자세
히 설명될 것이다.

도7a는 P
+
기판(701)에 P에피층(702)이 형성된 P형 에피 웨이퍼에 드라이브 트랜지스터(Dx)와 셀렉트 트랜

지스터(Sx)가 형성될 P웰을 형성하기 위하여,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P웰 이온주입 마스크(703)를 형성하고 
P웰 이온주입(704)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위화소 내에는 이러한 2개의 일반적인 서브마이크론 NMOS 트랜지스터
(즉,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와 셀렉트 트랜지스터) 이외에도 P형 에피층 위에 형성되어야 하는 1개의 저전
압 포토다이오드와 2개의 네이티브 NMOS 트랜지스터(즉, 트랜스퍼 트랜지스터와 리셋 트랜지스터)가 존재
하므로 일반적인 서브마이크론 CMOS 공정의 스탠더드(standard) P-웰 공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서브마이크론 CMOS 공정에서 규격화 되어있는 웰 구조를 따르면, 적은 픽셀 구조에서 웰 형성 
도펀트들이 측면 확산(Lateral Diffusion) 되기 때문에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와 네이티브 NMOS 트랜지스터
들의 전기적인 특성이 열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와 네이티브 NMOS 
트랜지스터들의 전기적인 특성이 열화되지 않을 정도의 면적에 P웰 이온주입(704)을 실시한다. 즉, '미니 
P-웰 공정'을 실시한다.

이어서,  도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P웰 이온주입 마스크(703)를 제거한 후,  열공정에 의한 측면 확산
(Lateral Diffusion)을 통해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와 셀렉트 트랜지스터를 내포할 수 있도록 P웰(705)을 
형성시킨다. 

도 7c는 필드영역과 활성영역(Active Region)을 정의하기 위한 소자분리를 위하여 필드산화막(707)을 형
성한 상태의 단면도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패드산화막/버퍼 폴리실리콘막/질화막이 적층된 마스크 패턴
(706)을 사용한 PBL(Poly Buffered LOCOS) 공정에 의해 필드산화막(707)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
나, 통상의 LOCOS 공정 또는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공정 등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자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당업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도7d는 소자분리 마스크 패턴(706)을 제거한 후, P웰(705)  영역의 상부가 오픈된 마스크 패턴
(707)을 형성한 다음, P웰(705) 내에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Threshold Voltage)을 조절하는 N채널 문턱
전압 조절(Vt adjust)과 펀치쓰루(punch through) 특성을 조절을 위한 일련의 이온주입(708)을 도시한 것
으로, 이러한 이온주입 공정을 진행하여 단위화소내의 구성 요소중에서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와 셀렉트 트
랜지스터는 일반적인 서브마이크론 NMOS 트랜지스터 특성을 얻을 수 있다. 한편, P에피층(702)에 형성되
어야 하는 1개의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와 2개의 네이티브 NMOS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영역에는 이러한 이온
주입 공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도7e는 단위화소 내 4개의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폴리실리콘막(709)과 텅스텐 
실리사이드막(710)을 연속적으로 도포하고 마스크 및 식각 공정을 통해 게이트 전극(711)을 형성한 상태
이다. 

한편, 이후 형성되는 트랜스퍼 트랜지스터의 일측면에 근접하여 형성되는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의 도핑 프
로파일(Doping profile)이 전하 운송 효율(Charge Transfer Efficiency)을 결정하게 되므로, 게이트 전극

의 두께를 충분히 두껍게하여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의 P
0
도핑영역과 N

-
도핑영역을 각각 형성하기 위한 P

0
이

온주입과 N
-
이온주입을 트랜스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의 일측면(712)에서 자기 정렬(Self Alignment)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일 게이트 전극의 두께를 충분히 두껍게 하지 않으면 고에너지 N형 이온주입시 도펀트
인 인(P31)이 트랜스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뚫고 들어가 고에너지 N형 이온주입과 저에너지 P형 이온주

입을  트랜스퍼  트랜지스터의  일측면에서  자기  정렬  할  수  없게되어  전하  운송  효율(Charge  Transfer 
Efficiency)을 떨어뜨리게 된다. 통상적으로, 서브마이크론 CMOS 공정에서 폴리실리콘막과 실리사이드막
의 두께를 각각 1500Å 정도 이하로 형성하여 게이트 전극의 두께를 약 3000Å 이하의 두께로 형성하고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이후의 공정에서 진행될 N
-
 이온주입과 P

0
이온주입을 트랜스퍼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의 일측면(712)에서 자기 정렬되도록 하기 위해 폴리실리콘막과 실리사이드막의 두께를 각각 2000Å 및 
1500Å 정도 형성하여 게이트 전극의 두께를 약 3500Å의 두께로 충분히 두껍게 형성한다.

도7f는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의 저농도 N
-
도핑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이온주입 마스크 패턴(713)을 형성하고 

고에너지 및 저농도의 N
-
 이온주입(714)을 실시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때 N

- 
이온주입 마스크 패

턴(713)의 평면도가 도8a에 도시되어 있는바, N
- 
이온주입마스크패턴(713)은 그 에지가 저전압 포토다이오

드가 형성될 활성영역과 필드영역(필드산화막이 형성된 영역)간의 경계면(도면의 점선)에 실질적으로 정
렬되되 활성영역의 일부(800)를 덮는 패턴 형상을 갖는다. 즉, 저전압 포토다이오드가 형성될 활성영역의 

에지 일부(800)는 N형 불순물이 이온주입되지 않아 N
- 
도핑영역이 형성되지 않는다. 도8a의 A-A'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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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단면으로 도7f에서 마스크 패턴(713)이 도시되어 있다. 

도7g는 상기 마스크 패턴(713)을 제거하고 다시 P
0 
이온주입을 위한 마스크 패턴(717)을 형성하고 P

0 
이온

주입(718)을 실시하는 상태의 단면도로서, 도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P
0 
이온주입마스크(717)는 저전압 포

토다이오드가 형성될 활성영역을 모두 오픈시키도록 필드영역과 활성영역의 에지에 실질적으로 정렬된다. 

결국, P
0 
이온주입 마스크 패턴(717)은 N

- 
이온주입 마스크 패턴(713)보다 활성영역을 더 넓게 오픈시킨다.

따라서, 도7h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드산화막(707)의 에지와 그와 인접한 N
-
도핑영역(721)의 에지는 서로 

확실히 이격되며, 이에 의해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는 동작시 P
o
도핑영역(721)과 P에피층(722)이 전기적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됨으로써, 5V 이하의 저전압에서 P
o
도핑영역(721)과 P에피층(702)은 서

로 등전위를 갖게되어 N
-
도핑영역(721)은 약 1.2V ~ 4.5V에서 완전 공핍이 가능하다. 만약, 저에너지 P

0
도

핑영역이 P에피층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단순
한 PN 접합과 같이 동작할 것이다. 

계속해서, 도7h에 도시된 바와 같이, P
0
이온주입용 마스크 패턴(717)을 제거하고, 드라이브 트랜지스터 및 

셀렉트 트랜지스터의 N형 LDD 이온주입을 위한 마스크 패턴(723)을 형성하고, N형 LDD 이온주입(724)을 
실시한다. 이 마스크 패턴(723)은 P웰(705) 영역의 상부가 오픈된다. 이에 의해 단위화소내의 구성요소중
에서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와 셀렉트 트랜지스터는 일반적인 서브마이크론 NMOS 트랜지스터 특성을 얻을 
수 있다. 한편, P에피층에 형성되어야 하는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와 2개의 네이티브 NMOS 트랜지스터가 형
성될 영역에는 이러한 N형 LDD 이온주입(724)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어서, 도 7i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크 패턴(723)을 제거하고, 단위화소 내 4개의 N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형성을 위해 고온의 저압화학기상증착법(Low  Pressure  Chemical  Vapour  Deposition)으로 
산화막을 도포하고 건식 전면식각(Etch back)을 통해 산화막 스페이서(Spacer)(726)를 형성한 후, 고농도 

N형 도펀트 이온주입을 위한 마스크 패턴(727)을 다시 형성한 다음, N
+
이온주입(728)을 실시한다. N

+
이온

주입(728)용 마스크 패턴(727)은 저전압 포토다이오드 영역을 덮도록 트랜스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중앙
에 그 일측 에지가 정렬된다.

도 7j는 마스크 패턴(727)을 제거하고 지금까지의 공정에 의해 완료된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 구조
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인 서브마이크론 NMOS 트랜지스터로서 드라이브 트랜지스터(Dx)와 셀렉트 트
랜지스터(Sx)가  형성되고,  네이티브  NMOS  트랜지스터로서  트랜스퍼  트랜지스터(Tx)와  리셋 트랜지스터
(Rx)가  형성된다.  네이티브  NMOS  트랜지스터는  공핍  모드로서  음의  문턱전압(Negative  Threshold 
Voltage)을 갖는다.

이러한 네이티브 공핍 모드 트랜지스터의 특성은 본 발명의 트랜스퍼 트랜지스터(Tx)에서 유용하게 이용
된다. 즉 이러한 특성이 없으면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의 정전용량(Charge Capacity)을 초과하는 양만큼의 
광전하가 흘러 넘쳐 이웃하는 픽셀에 모이게 된다.  그 결과, 강한 광원으로부터 픽셀들간에 크로스 토크
(Pixel to Pixel Cross Talk)가 발생되고, 화면상에 광원 주위로 뿌옇게 번지는 현상인 블루밍(Bloomin
g)이 나타난다.  트랜스퍼 트랜지스터(Tx)를 네이티브 공핍 모드 트랜지스터로 구성하면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저전압 포토다이오드의 N
-
도핑영역과 P

0
도핑영역은 고온의 저압화학기상증착법(LPCVD)을 통한 스페

이서 산화막 형성 공정으로 트랜스퍼 트랜지스터(Tx)의 일측면 및 필드산화막과 활성영역의 경계면에서의 

자기정렬(Self Alignment)이 완성된다.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로부터 플로팅 노드인 N
+
접합(729)으로의 전하 

운송 특성은 N
-
도핑영역(721)이 트랜스퍼 트랜지스터(Tx) 일측면 하부의 P

0
도핑영역(722)을 너무 적게 침

범하면 트랜스퍼 트랜지스터(Tx) 일측면 부위에서 전위장벽(Potential Barrier)을 형성하여 전하운송효율
(Charge Transfer Efficiency)을 저하시키므로 고온의 저압화학기상증착법(LPCVD)을 통한 스페이서 산화
막  형성  공정으로  트랜스퍼  트랜지스터(Tx)의  일측면에서  측면  도핑  프로파일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도 7k는 백엔드(Backend) 까지의 공정이 완성된 단위 화소 단면도로서 층간절연막들(PMD, IMD1, IMD2)과 
금속배선(M1, M2)이 형성되고, 습기 또는 스크랫치(Scratch)로부터 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화막 또는/
및 질화막으로 이루어진 보호막(passivation layer)이 형성되며, 칼라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 이와 같은 
단위화소 배열(Unit  Pixel  Array)위에 적색(Red),  초록색(Green)  및  청색(Blue)으로 구성된 또는 황색
(Yellow), 자홍색(Magenta) 및 청록색(Cyan)으로 구성된 칼라필터 배열 공정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공정
이 모두 완료된 후 광감지 영역인 저전압 포토다이오드 위에는 절연막, 보호막 및 칼라필터만이 위치하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광차단(light shielding) 공정과 마이크로렌즈 형성과 같은 
광집속 공정이 추가될 수 있는 등,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현재 성숙되어 있는 서브마이크론(Submicron)급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예컨대 5V 이하의 낮은 
전원전압에서 완전 공핍 가능 전압을 얻을 수 있는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를 갖는 CMOS 이미지센서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므로써, 기존의 CCD 이미지센서가 갖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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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미지센서의 포토다이오드에 있어서,

필드영역과 활성영역을 갖는 제1도전형의 반도체층;

상기 반도체층 내에 형성되고 자신의 에지 일부가 상기 필드영역의 에지로부터 이격된 제2도전형의 제1도
핑영역; 및

상기 제1도핑영역 상부와 상기 반도체층의 표면 하부에 형성되고 상기 제1도핑영역보다 더 큰 폭을 가지
므로써 자신의 일부영역이 상기 반도체층상에 형성된 제1도전형의 제2도핑영역을 포함하여,

구동시 상기 반도체층과 상기 제2도핑영역이 서로 등전위를 갖는 이미지센서의 포토다이오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의 하부에 상기 반도체층의 도펀트 보다 높은 농도의 도펀트를 갖는 제1 도전형의 반도체기
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의 포토다이오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의 비저항은 약 10-25Ωcm이고, 상기 반도체기판의 비저항은 약 0.01Ωc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의 포토다이오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은 상기 반도체기판에 에피택셜 성장된 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의 포토다이오
드.

청구항 5 

제2항 내지 제4항중 어느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은 상기 반도체기판 상에 2∼5㎛의 두께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의 포토다
이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은 약 E14 ions/㎤의 도펀트 농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의 포토다이오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도핑영역은 약 E17 ions/㎤의 도펀트 농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의 포토다이오
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도핑영역은 약 E18 ions/㎤의 도펀트 농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의 포토다이오
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는 1.2V 내지 4.5V에서 완전공핍가능전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
서의 포토다이오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도전형 및 제2도전형은 각각 서로 상보적인 P형 또는 N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의 포
토다이오드.

청구항 11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에 있어서,

제1도전형의 반도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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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층에 국부적으로 형성된 제1 도전형의 웰영역;

상기 반도체층 내부에 형성되며 외부로부터의 빛을 감지하여 광전하를 생성하기 위한 저전압 포토다이오
드; 

상기 반도체층에 형성되어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로부터 생성된 전하를 전달받아 저장하는 
플로팅접합;

상기 플로팅접합으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제1 도전형의 웰에 형성되며 양의 문턱전
압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로부터 생성된 전하를 상기 플로팅접합으로 스위칭 전달하기 위하여 상기 반도
체층상에 형성되며 음의 문턱전압을 갖는 트랜스퍼트랜지스터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플로팅접합에 저장된 상기 광전하를 리셋시키며, 음의 문턱전압을 갖는 리셋트랜지스터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플로팅접합은 상기 반도체층의 표면 하부에 형성된 제2도전형의 도핑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저농도의 
도핑영역 없이 고농도의 도핑영역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는,

상기 반도체층 내에 형성되는 제2도전형의 제1도핑영역; 및

상기 제1도핑영역 상부와 상기 반도체층의 표면 하부에 형성되고 상기 제1도핑영역보다 더 큰 폭을 가지
므로써 자신의 일부영역이 상기 반도체층상에 형성된 제1도전형의 제2도핑영역을 포함하여,

상기 반도체층과 상기 제2도핑영역이 서로 등전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
소.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는 1.2V 내지 4.5V에서 완전공핍가능전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
지센서의 단위화소.

청구항 16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에 있어서,

제1도전형의 반도체층;

상기 반도체층 내의 일부영역에 형성된 제1도전형의 웰영역; 

상기 웰영역 이외의 상기 반도체층 내에 형성되며 외부로부터의 빛을 감지하여 광전하를 생성하기 위한 
저전압 포토다이오드; 

상기 웰영역 이외의 상기 반도체층의 표면 하부에 형성되어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로부터 생성된 광전
하를 전달받아 저장하는 제2도전형의 플로팅접합;

제1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로부터 상기 플로팅접합으로 상기 광전하를 전달하기 
위한 제1공핍형 트랜지스터;

제2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플로팅접합을 리셋시키기 위한 제2공핍형 트랜지스터;

상기 웰영역에 형성된 소스/드레인 접합과, 상기 플로팅접합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게이트를 갖는 제1증가
형 트랜지스터; 및

상기 웰영역에 형성된 소스/드레인 접합을 가지며, 어드레싱을 위한 제3제어신호를 자신의 게이트로 인가
받는 제2증가형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며;

상기 제2공핍형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1증가형 트랜지스터는 공통 접합을 가지며, 상기 공통접합은 상기 
반도체층과 상기 웰영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증가형 트랜지스터는 각각 LDD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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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

청구항 18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는,

상기 반도체층 내에 형성되는 제2도전형의 제1도핑영역; 및

상기 제1도핑영역 상부와 상기 반도체층의 표면 하부에 형성되고 상기 제1도핑영역보다 더 큰 폭을 가지
므로써 자신의 일부영역이 상기 반도체층상에 형성된 제1도전형의 제2도핑영역을 포함하여,

구동시 상기 반도체층과 상기 제2도핑영역이 서로 등전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는 1.2V 내지 4.5V에서 완전공핍가능전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
지센서의 단위화소.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은 상기 반도체층의 도펀트 보다 높은 농도의 도펀트를 갖는 제1도전형의 반도체기판 상에 
성장된 에피택셜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공핍형 트랜지스터는 각각 폴리실리콘막 및 실리사이드막이 적층되어 형성된 게이트전극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공핍형 트랜지스터의 각 게이트전극은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절연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 

청구항 23 

이미지센서의 포토다이오드 제조방법에 있어서,

제1도전형의 반도체층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층에 활성영역과 필드영역을 정의하는 단계;

활성영역의 상기 반도체층 일부영역와 상기 필드영역을 덮는 제1이온주입마스크를 사용한 이온주입에 의
해 상기 반도체층 내에 제2도전형의 제1도핑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일부영역을 포함하는 상기 반도체층을 노출시킨 제2이온주입마스크를 사용한 이온주입에 의해 상기 
제1도핑영역 상부와 상기 반도체층의 표면 하부에 제1도전형의 제2도핑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미지센서의 포토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도핑영역이 상기 반도체층보다 높은 도펀트 농도를 갖도록 이온주입하고, 상기 제2도핑영역이 상
기 제1도핑영역보다 높은 농도를 갖도록 이온주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의 포토다이오드 제
조방법.

청구항 25 

제23항 또는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은 상기 반도체층의 도펀트 보다 높은 농도의 도펀트를 갖는 제1도전형의 반도체기판 상에 
에피택셜 성장시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의 포토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26 

포토다이오드를 갖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에 있어서,

제1도전형의 반도체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필드영역과 활성영역을 정의하기 위하여 상기 반도체층 상에 소자분리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소자분리막으로부터 상기 포토다이오드가 형성될 광감지영역을 두고 떨어진 상기 반도체층 상에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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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를 패터닝하는 단계;

상기 광감지영역의 상기 반도체층이 노출되되, 상기 광감지영역의 상기 반도체층 일부분을 덮도록 상기 
제1이온주입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제2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상기 반도체층 내부에 제1도핑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이온주입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

상기 광감지영역의 상기 반도체층 일부분을 포함하는 상기 반도체층이 노출되도록 제2이온주입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제1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상기 제1도핑영역 상부와 상기 반도체층 하부에 제2도핑영역을 형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제2도핑영역이 상기 반도체층과 상기 소자분리막의 에지 부위에서 서로 콘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이온주입되는 각 도펀트가 상기 제1게이트 하부의 상기 반도체층으로 주입되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갖도록 상기 제1게이트를 형성하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이온주입마스크가 상기 제1게이트의 에지를 노출시키도록하여 상기 제1게이트의 에지에 상기 제1
도핑영역을 자기정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이온주입마스크가 상기 제1게이트의 에지를 노출시키도록하여 상기 제1게이트의 에지에 상기 제2
도핑영역을 자기정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1게이트는 폴리실리콘막 및 실리사이드막이 적층되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실리콘막 및 실리사이드막의 두께를 각각 약 2000Å 및 약 1500Å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32 

제26항 내지 제31항중 어느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은 상기 반도체층보다 높은 도펀트 농도를 갖는 제1도전형의 반도체기판 상에 성장된 에피
택셜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 및 제2 도전형은 각각 서로 상보적인 P형 또는 N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
서 제조방법.

청구항 34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에 있어서,

제1도전형의 반도체층을 준비하는 제1단계;

상기 반도체층의 일부영역에 제1도전형의 웰영역을 형성하는 제2단계;

상기 웰영역에 형성될 트랜지스터의 특성 조절을 위하여 상기 웰영역에 이온주입을 실시하는 제3단계;

상기 웰영역 상에 적어도 하나의 출력 트랜지스터용 게이트를 형성하고 상기 웰영역 이외의 상기 반도체
층 상에 제1게이트 및 제2게이트을 각각 형성하는 제4단계;

상기 제1게이트와 인접한 상기 웰영역 이외의 상기 반도체층 내부에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를 형성하는 제5
단계;

상기 웰영역 상부가 오픈된 제1마스크를 형성하고 상기 트랜지스터의 저농도 소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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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저농도 제2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는 제6단계;

상기 제1마스크를 제거하고, 상기 트랜지스터용 게이트, 상기 제1게이트 및 상기 제2게이트의 각 측벽에 
스페이서절연막을 형성하는 제7단계; 및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를 덮는 제2마스크를 형성하고 고농도 제2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상기 
트랜지스터의 고농도 소스/드레인을 형성하고 상기 제1게이트와 상기 제2게이트 사이의 상기 반도체층 표
면 하부에 플로팅접합을 형성하며 상기 제2게이트에 인접한 상기 반도체층 표면 하부에 드레인접합을 각
각 형성하는 제8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은 상기 반도체층의 도펀트 보다 높은 농도의 도펀트를 갖는 제1도전형의 반도체기판 상에 
성장된 에피택셜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은 상기 반도체기판 상에 2∼5㎛의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지스터는, 

상기 드레인접합에 자신의 일측접합이 접속된 드라이브트랜지스터; 및

상기 드라이브트랜지스터의 타측 접합에 자신의 일측접합이 접속된 셀렉트트랜지스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38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상기 웰영역의 상부가 오픈된 제3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웰영역에 문턱전압 조절을 위한 이온주입을 실시하는 단계; 

상기 웰영역에 펀치쓰루 조절을 위한 이온주입을 실시하는 단계; 및

상기 제3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39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는,

전체구조 상부에 폴리실리콘막 및 실리사이드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마스크 및 식각 공정으로 상기 트랜지스터용 게이트, 상기 제1게이트 및 상기 제2게이트를 각각 패터닝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40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와 상기 제3단계 사이에, 활성영역과 필드영역을 정의하기 위하여 상기 필드영역에 필드절연
막을 형성하는 제9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를 형성하는 제5단계는,

상기 활성영역의 상기 반도체층 일부영역과 상기 필드영역을 덮는 제1이온주입마스크를 사용한 이온주입
에 의해 상기 반도체층 내에 제2도전형의 제1도핑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일부영역을 포함하는 상기 반도체층을 노출시킨 제2이온주입마스크를 사용한 이온주입에 의해 상기 
제1도핑영역 상부와 상기 반도체층의 표면 하부에 제1도전형의 제2도핑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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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도핑영역이 상기 반도체층보다 높은 도펀트 농도를 갖도록 이온주입하고, 상기 제2도핑영역이 상
기 제1도핑영역보다 높은 농도를 갖도록 이온주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는 1.2V 내지 4.5V에서 완전공핍 가능 전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
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44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제1도전형 및 제2도전형은 각각 서로 상보적인 P형 또는 N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4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제8단계 후, 

전체구조 상부에 층간절연막 및 금속배선을 형성하는 단계;

보호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보호층 상에 칼라필터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
서 제조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배선은 상기 저전압 포토다이오드 상부에서 오픈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방
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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