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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항 수 : 총 58 항
(54) 발명의 명칭 평판 ｘ-선 영상기에서의 포토다이오드 및 기타 센서 구조물, 및 박막 전자 회로에 기초하여
평판 ｘ-선 영상기에서의 포토다이오드 및 기타 센서 구조물의 토폴로지적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57) 요 약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션 층
(scintillation layer), 및 제1 전극, 감광층, 및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
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출기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감광층은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
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은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에 표
면 만곡부(surface inflection)를 가진다.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대 표 도 - 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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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방사선 센서로서,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션

층

(scintillation layer);
제1 전극, 감광층, 및 상기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
출기;
상기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된 상기 감광층;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감광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
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상기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상기 픽셀 회로의 특징부들(features) 위에 표면 만곡부(surface
inflection)를 가지는 상기 제1 전극 및 상기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 및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상기 표면 만곡부
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만곡부는 1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만곡부는 5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만곡부는 1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만곡부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화층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픽셀 회로의 상기 특징부들 위에 평탄화되어 있는 방
사선 센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화층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어레이 특징부들 위에, TFT들의 소스 또는 드레인에 연결
되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들 상에,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들 위에, 또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들 위에 평탄화되어 있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화층은 패시베이션층, 유전체층 또는 절연층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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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 검출기 아래에 배치된 주소 및 데이터 라인들을 더 포함하고,
상기 평탄화층은 상기 주소 및 데이터 라인들 상에 그리고 상기 주소 및 데이터 라인들의 비아들 상에 배치되어
있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화층을 관통하여 연장하고 상기 제1 전극을 상기 픽셀 회로에 연결시키는 전기적 비
아 상호연결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감광층과 접촉하고 있는 상기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의 표면 만곡부가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갖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의 상기 표면은 1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방사
선 센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의 상기 표면은 5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방사
선 센서.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의 상기 표면은 1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방
사선 센서.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의 상기 표면은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방
사선 센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광층은 p-i-n 반도체 적층물, n-i-p 반도체 적층물, 또는 금속 절연체 반도체 적층물
중 하나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회로는 박막 트랜지스터들, 다이오드들, 커패시터들, 저항기들, 배선들, 비아들, 제
어 라인들, 주소 라인들 및 접지면들 중 하나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다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마이크로
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중 하나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회로는 어드레싱 트랜지스터, 증폭기 트랜지스터, 및 리셋 트랜지스터 중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규소, 저온 비결정성 규소, 및 마이크로결정 규소 중 적어도 하나
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회로는 규소 반도체, 칼코겐화물 반도체, 카드뮴 셀렌화물 반도체, 유기 반도체, 유
기 소분자 또는 중합체 반도체, 탄소 나노튜브, 또는 그래핀(graphene)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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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광층은 1)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에 걸쳐 연장하는 연속적인 감광층, 또는 2) 상기 복
수의 광 검출기 픽셀의 각자의 광 검출기 픽셀과 연관된 개별 감광층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틸레이션 층은 CsI:Tl, Gd2O2S:Tb, CsI:Na, NaI:Tl, CaWO4, ZnWO4, CdWO4, Bi4Ge3O12,
Lu1.8Yb0.2SiO5:Ce,

Gd2SiO5:Ce,

2+

BaFCl:Eu ,

2+

BaSO4:Eu ,

3+

2+

3+

BaFBr:Eu ,

LaOBr:Tb ,

2+

3+

LaOBr:Tm ,

3+

La2O2S:Tb ,

2+

3+

Y2O2S:Tb , YTaO4, YTaO4:Nb, ZnS:Ag, (Zn,Cd)S:Ag, ZnSiO4:Mn , CsI, LiI:Eu , PbWO4, Bi4Si3O12, Lu2SiO5:Ce ,
3+

2+

3+

3+

YAlO3:Ce , CsF, CaF2:Eu , BaF2, CeF3, Y1.34Gd0.6O3:Eu , Pr, Gd2O2S:Pr , Ce, SCGl, HFG:Ce

3+

(5%) 및 C14H10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회로, 상기 광 검출기, 및 상기 신틸레이션 층을 지지하는 베이스 기판; 및
상기 베이스 기판 상에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된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
을 더 포함하고,
상기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은 상기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에 대한 바이어스 평면을 형성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회로의 일부는 상기 베이스 기판 상에서 인접한 광 검출기 픽셀들 사이의 간극 영
역에 배치되어 있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간극 영역에 배치된 상기 픽셀 회로의 상기 일부는 박막 트랜지스터들, 다이오드들, 커
패시터들, 저항기들, 비아들, 배선들, 제어 라인들, 주소 라인들 및 접지면들 중 하나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은 상기 간극 영역 근방에서 종단하는 경사 단부(beveled end)를 가지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사이의, 단위 광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암전
2

류는 10 pA/mm 미만인 방사선 센서.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사이의, 단위 광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암전
2

류가 5 pA/mm 미만인 방사선 센서.
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사이의, 단위 광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암전
2

류가 1 pA/mm 미만인 방사선 센서.
청구항 3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사이의, 단위 광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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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류가 0.5 pA/mm 미만인 방사선 센서.
청구항 3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만곡부에 근접한 상기 감광층 내의 영역들에서의 전기장이 한 쌍의 평행한 제1 및
제2 전극들 사이의 상기 감광층에서의 전기장의 60 % 초과 300 % 미만인 방사선 센서.
청구항 3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틸레이션 층 상에 또는 상기 신틸레이션 층 상의 캡슐화부(encapsulation) 상에 배치된
금속 플레이트를 더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33
방사선 센서로서,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션 층;
제1 전극, 감광층, 및 상기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
출기;
상기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된 상기 감광층;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감광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
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을 포함하고,
상기 평탄화층은 픽셀 회로 요소들의 특징부들의 주변 가장자리부(peripheral edge)를 따라 제1 표면 만곡부를
가지며,
상기 제1 전극은 상기 제1 표면 만곡부 위에 그리고 베이스 기판의 반대쪽에 있는 상기 평탄화층의 표면 상에
제2 표면 만곡부를 가지며,
상기 제2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34
방사선 센서로서,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션 층;
제1 전극, 감광층, 및 상기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
출기;
상기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된 상기 감광층;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감광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
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및
2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사이의, 단위 광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암전류가 10 pA/mm 미
만인 상기 광 검출기
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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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센서로서,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션 층;
제1 전극, 감광층, 및 상기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
출기;
상기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된 상기 감광층;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감광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
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및
하나의 방사선 사진(radiographic) 프레임 동안에 포획되지 않는 상기 이미징 신호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전
하 포획 및 전하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들 하에서 획득된 상기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광
검출기 픽셀당 전하 포획의 레벨이 ~20% 미만인 상기 광 검출기
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36
방사선 센서로서,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션 층;
제1 전극, 감광층, 및 상기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
출기;
상기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된 상기 감광층;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감광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
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및
전하 포획 및 전하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들 하에서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서 획득된 일련의 프레임 이
후에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들로부터 방출되는 상기 이미징 신호의 양에 의
해 정량화되고 전하 포획 및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들 하에서 획득된 상기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
현되는 광 검출기 픽셀당 전하 방출이 ~15% 미만인 상기 광 검출기
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37
방사선 센서로서,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션 층;
제1 전극, 감광층, 및 상기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
출기;
상기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된 상기 감광층;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감광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
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및
하나 이상의 이전 프레임에서 포획된 전하로부터 유래하고 또한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서 획득된 하나 또는 일련
의 프레임 이후에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들로부터 방출되는 상기 이미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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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상기 이전 프레임으로부터의 상기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광 검출기 픽셀
당 래그(lag)가 ~15% 미만인 상기 광 검출기
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38
방사선 센서로서,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션 층;
제1 전극, 감광층, 및 상기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
출기;
상기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된 상기 감광층;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감광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
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상기 픽셀 회로의 일부 위로 연장하고 횡방향 가장자리부(lateral edge), 종방향 가장자리부(longitudinal
edge), 및 상기 횡방향 가장자리부와 상기 종방향 가장자리부의 교차 부분에 있는 코너를 가지는 상기 제1
전극; 및
경사 가장자리부(beveled edge)를 포함하는 상기 횡방향 가장자리부 및 상기 종방향 가장자리부 중 적어도 하나
의 가장자리부
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39
방사선 센서로서,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션 층;
제1 전극, 감광층, 및 상기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
출기 픽셀;
상기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된 상기 감광층;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감광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
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배치되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
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패시베이션층
을 포함하고,
상기 패시베이션층은 픽셀 회로 요소들 위에 제1 표면 만곡부를 가지고,
상기 제2 전극은 상기 제1 표면 만곡부 위에 제2 표면 만곡부를 가지고,
상기 제2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40
방사선 센서로서,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션 층;
제1 전극, 감광층, 및 상기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
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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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된 상기 감광층;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감광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
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패시베이션층; 및
상기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아래에 있는 픽셀 회로를 표시하는 어떤 표면 특징부들도 드러내
지 않는 상기 제1 전극 및 상기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
을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41
방사선 센서로서,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 - 상기 광전도
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
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및
상기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상기 픽셀 회로의 특징부들 위에 표면 만곡부를 가지는 상기 제1
전극 및 상기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
을 포함하고,
상기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광전도성층은 VB-VIB족, VB-VIIB족, IIB-VIB족, IIB-VB족, IIIB-VB족, IIIB-VIB족, IBVIB족, 및 IVB-VIIB족 반도체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광전도성층은 a-Se, PbI2, HgI2, PbO, CdZnTe, CdTe, Bi2S3, Bi2Se3, BiI3, BiBr3, CdS,
CdSe, HgS, Cd2P3, InAs, InP, In2S3, In2Se3, Ag2S, PbI4

-2

및 Pb2I7

-3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44
방사선 센서로서,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 - 상기 광전도
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
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을 포함하고,
상기 평탄화층은 픽셀 회로 요소들의 특징부들의 주변 가장자리부를 따라 제1 표면 만곡부를 가지며,
상기 제1 전극은 상기 제1 표면 만곡부 위에 그리고 상기 베이스 기판의 반대쪽에 있는 상기 평탄화층의 표면
상에 제2 표면 만곡부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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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45
방사선 센서로서,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 - 상기 광전도
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
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및
2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제2 전극 사이의, 단위 광전도체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암전류가 10 pA/mm 미만인
상기 광전도체 검출기
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46
방사선 센서로서,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 - 상기 광전도
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
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및
하나의 방사선 사진 프레임 동안에 포획되지 않는 상기 이미징 신호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전하 포획 및 전하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들 하에서 획득된 상기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
당 전하 포획의 레벨이 ~20% 미만인 상기 광전도체 검출기
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47
방사선 센서로서,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 - 상기 광전도
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
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및
전하 포획 및 전하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들 하에서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서 획득된 일련의 프레임 이
후에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들로부터 방출되는 상기 이미징 신호의 양에 의
해 정량화되고 전하 포획 및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들 하에서 획득된 상기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
현되는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당 전하 방출이 ~15% 미만인 상기 광전도체 검출기
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48
방사선 센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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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 - 상기 광전도
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
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및
하나 이상의 이전 프레임에서 포획된 전하로부터 유래하고 또한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서 획득된 하나 또는 일련
의 프레임 이후에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들로부터 방출되는 상기 이미징 신
호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상기 이전 프레임으로부터의 상기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광전도체 검출
기 픽셀당 래그가 ~15% 미만인 상기 광전도체 검출기
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49
방사선 센서로서,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 - 상기 광전도
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
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상기 픽셀 회로 상으로 연장하고 횡방향 가장자리부, 종방향 가장자리부, 및 상기 횡방향 가장자리부와 상기 종
방향 가장자리부의 교차 부분에 있는 코너를 가지는 상기 제1 전극; 및
경사 가장자리부를 포함하는 상기 횡방향 가장자리부 및 상기 종방향 가장자리부 중 적어도 하나의 가장자리부
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50
방사선 센서로서,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 - 상기 광전도
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
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패시베이션층
을 포함하고,
상기 패시베이션층은 상기 픽셀 회로 요소 위에 제1 표면 만곡부를 가지고,
상기 제2 전극은 상기 제1 표면 만곡부 위에 제2 표면 만곡부를 가지고,
상기 제2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51
방사선 센서로서,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상기 광전도성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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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
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패시베이션층; 및
상기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아래에 있는 픽셀 회로를 표시하는 어떤 표면 특징부도 드러내지
않는 상기 제1 전극 및 상기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
을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52
방사선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베이스 기판 상에 픽셀 회로 요소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픽셀 회로 요소들 위에 평탄화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픽셀 회로 요소들에 대한 연결부를 노출시키기 위해 상기 평탄화층에 구멍을 형성하는 단계;
패턴화된 구멍을 금속화하는 단계;
상기 금속화된 구멍에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제1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전극 상에 광 또는 이온화 방사선에 민감한 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평탄화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상기 픽셀 회로의 특징부들 위
의 표면 만곡부를, 상기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상기 제1 전극의 표면 상에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3
방사선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베이스 기판 상에 픽셀 회로 요소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픽셀 회로 위에 제1 전극 및 감광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감광층을 평탄화하는 단계;
상기 평탄화된 감광층 상에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상에 신틸레이션 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전극 및 상기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은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상기
픽셀 회로의 특징부들 위의 표면 만곡부를 가지는 방법.
청구항 54
방사선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베이스 기판 상에 픽셀 회로 요소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픽셀 회로 요소들 위에 평탄화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픽셀 회로 요소들에 대한 연결부를 노출시키기 위해 상기 평탄화층에 구멍을 형성하는 단계;
패턴화된 구멍을 금속화하는 단계,
상기 금속화된 구멍에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제1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전극 상에 광 또는 이온화 방사선에 민감한 층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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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상기 평탄화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아래에 있는 픽셀 회로를 표
시하는 어떤 표면 특징부들도 드러내지 않는 상기 제1 전극의 표면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5
방사선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베이스 기판 상에 픽셀 회로 요소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픽셀 회로 위에 제1 전극 및 감광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감광층을 평탄화하는 단계;
상기 평탄화된 감광층 상에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상에 신틸레이션 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감광층을 평탄화하는 단계는 상기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아래에 있는 픽셀 회로를 표
시하는 어떤 표면 특징부들도 드러내지 않는 상기 제2 전극의 표면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6
방사선 센서로서,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션 층;
제1 전극, 감광층, 및 상기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
출기;
상기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된 상기 감광층;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감광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
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 상기 픽셀 회로는 산화물 반도체들을 포함함 -;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및
상기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상기 픽셀 회로의 특징부들 위에 표면 만곡부를 가지는 상기 제1
전극 및 상기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
을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57
방사선 센서로서,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 - 상기 광전도
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들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상기 전자-정공 쌍들을 나타내는 이미
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 상기 픽셀 회로는 산화물 반도체들을 포함함 -;
상기 제1 전극이 상기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상기 픽셀 회로 상에서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 및
상기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상기 픽셀 회로의 특징부들 위에 표면 만곡부를 가지는 상기 제1
전극 및 상기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
을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
청구항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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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베이스 기판 상에 픽셀 회로 요소들을 형성하는 단계 - 상기 픽셀 회로는 산화물 반도체들을 포함함 -;
상기 픽셀 회로 요소들 상에 평탄화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픽셀 회로 요소들에 대한 연결부를 노출시키기 위해 상기 평탄화층에 구멍을 형성하는 단계;
패턴화된 구멍을 금속화하는 단계;
상기 금속화된 구멍에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제1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전극 상에 광 또는 이온화 방사선에 민감한 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평탄화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픽셀 회로의 특징부들 위의 표면 만곡부를, 상기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
분적으로 중첩하는 상기 제1 전극의 표면 상에 제공하는 방법.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연방 후원 연구 또는 개발에 관한 선언

[0002]

본 발명은 미국 국립 보건원에 의해 수여된 EB000558 하에서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본 발명에 일

정한 권리를 가진다.
[0003]

관련 출원과의 상호 참조

[0004]

본 출원은 2009년 6월 17일자로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PHOTODIODE AND OTHER SENSOR STRUCTURES IN FLATPANEL X-RAY IMAGERS AND METHOD FOR IMPROVING TOPOLOGICAL UNIFORMITY OF THE PHOTODIODE AND OTHER SENSOR
STRUCTURES IN FLAT-PANEL X-RAY IMAGERS BASED ON THIN-HLM ELECTRONICS(평판 x-선 영상기에서의 포토다이오
드 및 기타 센서 구조물과 박막 전자 회로에 기초하여 평판 x-선 영상기에서의 포토다이오드 및 기타 센서 구조
물의 토폴로지적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인 미국 가특허 출원 제61/213,530호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 특허법
제119조에 따라 이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 미국 출원은 참조 문헌으로서 그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
에 포함된다.

[0005]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입사 이온화 방사선을 검출하도록 설계된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
다.

배 경 기 술
[0006]

x-선 영상 촬영의 분야에서,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에 기초한 영상기는 수많은 의료 및 비의료 응용 분야
에서 흔히 사용된다.

본 명세서에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능동 매트릭스라는 용어는 각각의 픽셀에 있는 어

드레싱 스위치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통해 이미징 픽셀의 2차원 격자를 어드레싱하는 원리를 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에 기초한 영상기는 능동 매트릭스 평판 영상기(AMFPI)라고 하거나, 보다

간결하게, 능동 매트릭스 영상기라고 할 것이다.

그에 부가하여,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와 능동 매트릭스 이미

징 어레이라는 용어는 서로 바꾸어 사용될 수 있다
[0007]

AMFPI는 통상적으로 이온화 방사선의 효과에 대한 내성이 높은 물질을 포함하는 단일 어레이를 포함한다.

그렇

지만, AMFPI는 때때로 나란히 배열된 2개의 인접 어레이 또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배열된 4개의 인접
어레이를 포함한다.

능동 매트릭스 영상기의 보편성 및 유용성의 한가지 이유는, 타당한 수율로 그리고 적당한

비용으로, 종래의 결정 규소(c-Si) 기술로 가능한 것을 상당히 넘어서는 크기로 어레이가 제조될 수 있다는 것
이다.

c-Si 기술의 경우에, 픽셀화된 이미징 어레이[CCD(charge coupled device), CMOS 센서, 능동 픽셀 센서

및 수동 픽셀 센서]는 궁극적으로 제조에 사용되는 규소 웨이퍼의 크기(현재 최대 ~300 mm임)에 의해 제한된다.
결정 규소로 제조되는 CCD, CMOS 센서 그리고 능동 및 수동 픽셀 센서는 통상적으로 ~4 cm x 4 cm 미만의 치수
로 제조된다.

이러한 디바이스가 ~20 cm x 20 cm 만큼 큰 치수로 제조되었지만, 이들 디바이스는 수율을 맞추

기 어렵고 생산 비용이 높다.

또한, 대면적 디바이스가 소면적 c-Si 어레이를 타일링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지

만, 이것은 부가의 상당한 엔지니어링 문제점, 과제 및 비용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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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2 픽셀 x 2 픽셀(1 cm x 1 cm보다 작음) 정도로 작게 제조될 수 있지만, AMFPI에 대한 능동 매트릭스 어레
이는 통상적으로 ~10 cm x 10 cm부터 최대 ~43 cm x 43 cm까지의 범위 - 픽셀화된 c-Si 이미징 어레이의 범위를
크게 초과함 - 에 있는 크기로 제조된다.

게다가, 훨씬 더 큰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 - 예를 들어, 대각

선 기준으로 ~108 인치 정도로 크게 제조된 최대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AMLCD)의 크기와 동등함 - 의 생
성을 방해하는 어떤 기술적 이유도 없다.
[0008]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에서, 이미징 픽셀의 2차원 격자는 박막 스위치를 통해 어드레싱된다.
는 이미징 픽셀이 그 위에 제조되는 박형 기판을 포함한다.
픽셀 저장 커패시터에 연결되는 회로를 포함한다.

이 어레이

각각의 픽셀은 어드레싱 스위치가 소정의 형태의

각각의 스위치는 보통 박막 트랜지스터(TFT)의 형태를 취하

지만, 또한 박막 다이오드 또는 2개 이상의 박막 다이오드의 조합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간단한 어레이 설계

가 어드레싱을 위해 픽셀당 단 하나의 스위칭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다 복잡한 설계는 성능을 향상시키고 및/또
는 영상기 능력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픽셀 내의 부가의 회로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로 요소가 픽셀 외부의 어레이 기판 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추가의 회

이들 요소는 게이트 주소 라인 상의 전압을 제어하

는 것, 데이터 라인으로부터의 신호를 멀티플렉싱하는 것과 같은 기능, 또는 어레이의 동작에 관련된 다른 목적
을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09]

어레이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은 주소 라인, 주소 라인에 대한 접점, 배선, 비아, 전극 표면 및 광 차단 표면
은 물론, TFT의 소스, 드레인 및 게이트와 같은 특징부를 형성하는 다양한 금속을 포함한다.

알루미늄, 구리,

크롬, 몰리브덴, 탄탈, 티타늄, 텅스텐, 인듐 주석 산화물 및 금과 같은 금속은 물론, TiW, MoCr 및 AlCu와 같
은 이들 금속의 합금이 사용될 수 있다.
수 μm까지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제조 동안 어레이 상에 증착되는 주어진 금속층의 두께는 ~10 nm부터

패시베이션층은 산질화 규소(Si2N2O), 질화규소(Si3N4), 폴리이미드, 및 벤

조사이클로부텐 중합체(BCB)와 같은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제조 동안 어레이 표면 상에 증착되는 주어진 패

시베이션층의 두께는 ~100 nm부터 최대 10 μm까지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TFT 및 커패시터와 같은 디바이스

내의 유전체는 질화규소(Si3N4), 이산화규소(SiO2), 비결정성 규소, 및 비결정성 질화 규소(a-Si3N4:H)와 같은 물
질을 포함할 수 있다.

제조 동안 어레이 표면 상에 증착되는 주어진 유전체층의 두께는 ~1 nm부터 수 μm까지

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어레이 내의 다양한 회로 요소를 제조하는 데 다수의 금속, 패시베이션

및 유전체층이 사용된다.
[0010]

TFT(및 다이오드 스위치)에 대한 반도체 물질이 가장 흔하게는 수소화한 비결정성 규소(a-Si)이지만, 또한 마이
크로결정 규소, 다결정 규소(poly-Si), 칼코겐화물, 또는 카드뮴 셀렌화물(CdSe)일 수 있다(이들 모두는 대면적
처리에 적합하여, 대면적 어레이의 제조를 가능하게 해줌). 이 경우에, 기판은 유리(코닝 7059, 1737F, 1737G
등, ~1 mm 두께) 또는 석영(~1 mm 두께) 또는 스테인레스강 박판(~25 내지 500 μm 두께)와 같은 금속으로 제조
될 수 있다.

어레이 회로의 제조는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LPCVD(low-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스퍼터링
및 스핀 코팅과 같은 면적 증착(area deposition) 기법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물질층(반도체, 금속, 유전체 및
패시베이션 등)을 기판 상에 증착하는 것을 포함한다.

poly-Si의 경우에, 이러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가지 통

상적인 방법은 엑시머 레이저에 의해 이전에 증착된 a-Si 물질을 결정화시키는 것이다.

그에 부가하여, 포토리

소그라피 및 에칭 기법의 조합을 사용하여 회로의 특징부(TFT, 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커패시터, 배선, 비아,
주소 라인 및 주소 라인에 대한 접점 등)가 형성된다.
[0011]

다른 대안으로서, 이들 스위치에 대한 반도체 물질은 저온 a-Si, 유기 소분자 또는 중합체 반도체 물질와 같은
대면적 증착에 적합한 기타 물질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저온 a-Si는 PECVD, LPCVD 및 PVD를 사용하여 증착되

는 반면, 유기 소분자 및 중합체 반도체는 면적 증착 기법 또는 인쇄 기법을 사용하여 증착될 수 있다.

이들

반도체 물질의 경우, 기판은 얇고 가요성일 수 있다[폴리이미드(PI) 또는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PEM, ~ 25
내지 200 μm 두께)와 같은 물질 시트로 제조됨]. 다른 대안으로서, 유리, 석영 또는 스테인레스강 기판이 사용
될 수 있다.

어레이 회로의 특징부는 포토리소그라피, 에칭, 감법 인쇄 및 가법 인쇄 기법 중 하나 또는 이들

의 조합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TFT 및 기타 디바이스 둘다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반도체 물질

은 탄소 나노튜브 및 그래핀을 포함한다.

TFT 및 기타 디바이스 둘다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반도체

물질은 ZnO, InGaZnO, InZnO, ZnSnO (Zn을 함유하는 임의의 다른 산화물), SnO2, TiO2, Ga2O3, InGaO, In2O3, 및
InSnO를 비롯한 산화물 반도체를 포함하지만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산화물 반도체는 비결정성

또는 다결정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발명에 적합하다.

모든 유형의

반도체에 대해, 이들 물질이 그의 진상 형태(intrinsic form)로는 물론, p-도핑된 또는 n-도핑된 반도체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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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해 도핑된 형태로도 사용된다.
[0012]

TFT는 게이트, 소스 및 드레인을 가진다.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서 TFT의 반도체 채널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크

기는 TFT 채널의 폭 및 길이, 채널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이동성,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
및 극성, 그리고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차와 같은 각종의 인자에 의해 제어된다.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

의 조작은 트랜지스터를 고전도성(highly conducting)("온"이라고 함)으로 또는 고비전도성(highly nonconducting)("오프"라고 함)으로 만들 수 있다.
[0013]

도 1 내지 도 4는 a-Si 및 poly-Si TFT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개략도이다.

도 1은 한 형태의 a-Si TFT의 구조를 나타낸

도 2는 도 1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표시된 평면의 위치에 대응하는 개략 단면도이다.

이러한 a-Si

TFT의 구조의 대칭성은 이 단면도가 트랜지스터의 폭을 따라 와이어 프레임의 어떤 위치에서도 대체로 변하지
않은 채로 있도록 되어 있다.

도 3은 한 형태의 poly-Si TFT의 구조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2개 이상의 게이트도 가능하다.
위치에 대응하는 개략 단면도이다.

도시된 것은 하나

도 4는 도 3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표시된 평면의

도 1 및 도 2에 나타낸 a-Si TFT와 비교하여, 도 3 및 도 4에 나타낸 poly-

Si TFT는 비아의 존재로 인해 낮은 정도의 대칭성을 가지며,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단면도가 트랜지스터의 폭을
따라 와이어 프레임의 다른 위치에 대해 상당히 변하게 된다.
[0014]

능동 매트릭스 영상기는 통상적으로 (a)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 (b) x-선 변환기로서 역할하는 어레이
위에 있는 물질층, (c) 데이터 및 게이트 주소 라인의 끝에 있는 접촉 패드를 통해 어레이에 연결된 외부 전자
회로를 포함한다.

이들 전자 회로 중 일부는 어레이의 주변부에 아주 근접하여 위치해 있고 어레이를 동작시키

는 것은 물론, 데이터 주소 라인을 따라 있는 픽셀로부터 추출된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 멀티플렉싱 및 디지털
화하는 데 필요한 전압 및 타이밍의 제어를 돕는 역할을 하는 디지털 논리를 제공한다.

이들 전자 회로는 또한

어레이 및 주변 전자 회로는 물론, 전자 회로와 하나 이상의 컴퓨터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전
자 인터페이스를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전압원, (d) 전자 회로로 제어 정보를 전송하고, 전자 회로로부터 디지
털 픽셀 정보를 수신하며, 어레이의 동작을 x-선 소스로부터의 방사선의 전달과 동기화시키고, 이 이미징 정보
를 처리, 디스플레이 및 저장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및 (e) 컴퓨터 및 전자 회로의 디지털 논리에서 사용되
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 기타 코딩된 명령어를 포함한다.
[0015]

어레이 기판, 박막 전자 회로, 및 x-선 변환기 모두는 비교적 얇으며, 결합 두께가 1 cm 미만이다.

이것은 이

들 요소가, 주변 전자 회로와 함께, 표준의 x-선 필름 카세트 또는 CR(computed radiography) 카세트의 두께와
유사한 ~1 cm 정도로 콤팩트한 두께를 갖는 패키지 내에 구성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프로파일을 갖는 전자

x-선 영상기는, 영상기가 기초하고 있는 기술과 상관없이, 종종 평판 영상기(flat-panel imager, FPI)라고
한다.

다른 기술(타일형 CMOS 센서 등)로 생성된 평판 영상기와 구별하기 위해, 광의적으로 박막 전자 회로에

기초한 영상기에 관한 설명적 용어는 박막 평판 영상기이다.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를 이용하는 영상기의 특정

의 경우에, 능동 매트릭스 평판 영상기(AMFPI)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0016]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에 대한 픽셀은 행과 열로 배열되어 있다.

TFT 스위치를 사용한 어레이의 경우,

주어진 행의 픽셀에 대해, 그 행을 따라 있는 모든 어드레싱 TFT의 게이트는 픽셀 행마다 하나의 게이트 라인을
사용하여 공통 게이트 주소 라인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게이트 주소 라인에 인가되는 전압의 외부

조작은 그 행을 따라 있는 모든 어드레싱 TFT의 전도성의 제어를 가능하게 해준다.

주어진 열의 픽셀에 대해,

그 열을 따라 있는 모든 어드레싱 TFT의 드레인은 픽셀 열마다 하나의 데이터 주소 라인을 사용하여 공통 데이
터 주소 라인에 연결되어 있다.
[0017]

AMFPI의 동작 동안에, 픽셀 저장 커패시터에 이미징 신호를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어드레싱
TFT는 x-선의 전달 동안에 비전도성인 채로 있다.

이들 커패시터에 저장된 이미징 신호는, 그 행에 있는 어드

레싱 TFT를 전도성으로 되게 함으로써, 통상적으로 한번에 한 행의 픽셀씩 판독된다.

이것은 이미징 신호가,

어레이의 전체 공간 분해능으로, 대응하는 데이터 주소 라인으로부터 샘플링될 수 있게 해준다.

주어진 데이터

주소 라인에 대해, 각각의 샘플링된 신호가 전치 증폭기에 의해 증폭되고,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에 의해 디지
털화되며, 이들 둘다는 어레이 외부에 위치해 있다.

물론, 이미징 신호가 한번에 2개 이상의 연속한 행으로부

터 샘플링될 수 있으며, 이는 공간 분해능의 감소를 대가로 판독 시간을 감소시킨다.
[0018]

능동 매트릭스 영상기는 x-선 소스와 관련하여 동작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감마선, 전자, 양성자, 중성자,
알파 입자, 및 중이온과 같은 다른 형태의 이온화 방사선의 소스로 동작될 수 있다.

어레이의 픽셀 피치(하나

의 픽셀의 폭과 같음) 및 크기, 어레이 및 영상기의 프레임 레이트 성능, 및 x-선 소스의 빔 에너지, 여과 및
시간 특성 모두가 영상 촬영 응용 분야의 요구 사항에 정합하도록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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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유방 X선 촬영, 유방 토모신세시스, 유방 전산화 단층 촬영, 및 영상 유도 생검을 포함함)에 대해 ~25 μm
부터 최대 ~200 μm까지의 픽셀 피치를 갖는 어레이를 사용하고 ~15부터 40 kVp까지의 x-선 빔을 사용하여 진단
및 중재적 의료 영상 촬영이 수행될 수 있다.

많은 형태의 방사선 사진, 형광 투시, 및 단층 촬영 응용 분야

(흉부 영상 촬영, 흉부 토모신세시스, 듀얼 에너지 영상 촬영, 순환기 시술, 중재적 시술, 생검 시술, 수족의
영상 촬영, 소아과 영상 촬영, 심장 영상 촬영, 복부, 흉부, 머리, 목, 치아의 원추 빔 전산화 단층 촬영은 물
론, 방사선 치료의 시뮬레이션, 국부화, 검증 및 품질 보증을 포함함)에 대해 ~75 μm부터 최대 ~1000 μm까지
의 픽셀 피치를 갖는 어레이를 사용하고 ~50부터 150 kVp까지의 x-선 빔을 사용하여 진단 및 중재적 의료 영상
촬영이 또한 수행될 수 있다.

그에 부가하여, 외부 빔 방사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치료 빔을 사용하여 ~300

μm부터 최대 ~1000 μm까지의 픽셀 피치로 의료 영상 촬영이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방사선 소스는 Co-

60 소스(~1.25 MeV의 평균 에너지를 가짐)이거나 ~3부터 최대 50 MV까지의 범위에 있는 메가볼트 방사선을 생성
하는 선형 가속기 또는 임의의 다른 유형의 가속기로부터의 출력일 수 있다.
137

125

능동 매트릭스 영상기를 사용하는

192

103

의료 영상 촬영은 또한 세슘-137( Cs), 요오드-125( I), 이리듐-192 ( Ir), 팔라듐-103( Pd), 스트론튬90

90

90( Sr) 및 이트륨-90( Y)과 같은 근접 방사선 치료 소스(brachytherapy source)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그에 부가하여, 비의료 응용 분야(산업용 방사선 사진 등)는 전술한 모든 방사선 소스는 물론, 수 kVp부터 최대
~15 kVp까지의 범위에 있는 x-선 에너지를 제공하는 소스와 함께 능동 매트릭스 영상기를 사용한다.

평판 영상

기에 대한 x-선 변환기 및 연관된 전자 회로의 설계 및 성능은 어레이의 설계, 동작 방식, 및 다양한 비의료 응
용 분야의 요구사항에 정합한다.
[0019]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에 기초한 영상기는 일반적으로 x-선이 변환기에 의해 검출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2가지 카
테고리(간접 검출 및 직접 검출이라고 함)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간접 검출 영상기의 경우, 변환기와 상호작용

하는 입사 x-선의 에너지의 일부가 먼저 광학 광자로 변환되고, 이들 광자의 수분의 1이 이어서 어레이의 픽셀
저장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직접 검출 영상기의 경우, 변환기와 상호작용하는 입사 x-선

의 에너지의 일부가 곧바로 어레이의 픽셀 저장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0020]

간접 검출 영상기의 경우, 변환기는 신틸레이터(scintillator)의 형태를 취한다.

많은 응용 분야에서, 탈륨으

+

로 도핑된 세슘 요오드화물(CsI:Tl 또는 CsI:Tl 라고 씀) - 통상적으로 정렬된 바늘형 결정을 갖는 구조물을 형
3+

성하기 위해 성장됨 -, 또는 테르븀으로 도핑된 가돌리늄 산황화물(Gd2O2S:Tb 또는 Gd2O2S:Tb 라고 쓰고, GOS라
고도 함, 통상적으로 분말 형광면의 형태로 되어 있음)이 사용된다.

그렇지만, 나트륨으로 도핑된 세슘 요오드

+

+

화물(CsI:Na 또는 CsI:Na 라고 씀), 탈륨으로 도핑된 나트륨 요오드화물(NaI:Tl 또는 NaI:Tl 라고 씀), 텅스텐
산 칼슘(CaWO4), 텅스텐산 아연(ZnWO4), 텅스텐산 카드뮴(CdWO4), 게르마늄산 비스무트(Bi4Ge3O12, BGO라고도
3+

함), 세륨으로 도핑된 오르토규산 루테튬 이트륨(Lu1.8Yb0.2SiO5:Ce 또는 Lu1.8Yb0.2SiO5:Ce 라고 쓰고, LYSO라고도
3+

함), 및 세륨으로 도핑된 가돌리늄 실리케이트(Gd2SiO5:Ce 또는 Gd2SiO5:Ce 라고 쓰고, GSO라고도 함)와 같은 다
른

신틸레이터도

가능하다.

2+

BaFCl:Eu ,

2+

BaSO4:Eu ,

3+

2+

3+

BaFBr:Eu ,

LaOBr:Tb ,

2+

3+

LaOBr:Tm ,

2+

3+

La2O2S:Tb ,
3+

Y2O2S:Tb , YTaO4, YTaO4:Nb, ZnS:Ag, (Zn,Cd)S:Ag, ZnSiO4:Mn , CsI, LiI:Eu , PbWO4, Bi4Si3O12, Lu2SiO5:Ce ,
3+

2+

3+

3+

YAlO3:Ce , CsF, CaF2:Eu , BaF2, CeF3, Y1.34Gd0.6O3:Eu , Pr, Gd2O2S:Pr , Ce, SCGl, HFG:Ce
같은 또 다른 신틸레이터가 가능하다.

3+

(5%) 및 C14H10와

많은 유형의 신틸레이터 물질(CsI:Tl, BGO 및 LYSO 등)에 대해, 변환기

는 신틸레이터 물질의 작은 개별 요소 - 각각이 이미징 어레이의 픽셀 피치(또는 어레이의 픽셀 피치의 배수)보
다 대략 작거나 같은 단면적을 가짐 - 가 요소들 간의 광학적 분리를 제공하는 면적 검출기를 형성하기 위해 요
소들을 분리시킴으로써 공간 분해능을 유지하는 격벽 물질과 조립되는 세그먼트화된 검출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0021]

신틸레이터를 기계적으로 화학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신틸레이터의 상부층을 형성하기 위해 캡슐화부 또는 캡
슐화층이라고 하는 물질층이 증착될 수 있다.

[0022]

간접 검출 AMFPI의 경우, 픽셀 저장 커패시터는 포토다이오드 또는 MIS(metal insulated semiconductor) 구조
물과 같은 광 센서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광 센서는 흔히 a-Si 반도체 - a-Si 센서의 신호, 노이즈 및 암전

류 특성이 극도로 높은 방사선 선량에 의해서도 아주 약하게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로 인해 이온화 방사선의
이미징에 아주 적합한 물질임 - 를 포함한다.

a-Si 및 poly-Si에 기초한 TFT의 특성도 역시 극도로 높은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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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선량에 의해 약하게만 영향을 받으며, 그로써 이러한 TFT가 이온화 방사선의 이미징에 아주 적합하게 된다.
[0023]

a-Si 포토다이오드의 구조물에 대한 한 형태는 하부 전극(bottom electrode)(어드레싱 TFT의 소스에 연결되어
+

있음), 도핑된 층(n 도핑된 a-Si, ~10 내지 500 nm 두께이고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100 nm 두께임), 진성 a+

Si 층(바람직하게는 ~0.5 내지 2.0 μm 두께임), 제2 도핑된 층(p 도핑된 a-Si, ~10 내지 500 nm 두께이고 바
람직하게는 ~5 내지 20 nm 두께임), 및 가시광에 투명한 물질[인듐 주석 산화물(ITO) 등]로 이루어진 상부 전극
(top electrode)을 포함한다.

이러한 a-Si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한 대안적인 형태에서, 상부 및 하부 a-Si

층의 도핑이 서로 바뀌어 있다.

도핑된 a-Si 상부층의 두께를 최소화하면 이 층에 흡수되는 광학 광자의 분율

(fraction)이 감소됨으로써, 픽셀에 기록되는 이미징 신호를 최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0024]

간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에 대한 픽셀 회로의 일례가 도 5에 개략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면에 도시된 회로 요소는 포토다이오드(PD) 및 픽셀 어드레싱 트랜지스터(TFT)를 포함한다.
러싸여 있는 TFT의 소스, 드레인 및 게이트가 표시되어 있다.

제2 파선 타원은 픽셀에 대한 광 센서인 포토다

이오드가 또한 CPD의 커패시턴스를 갖는 픽셀 저장 커패시터로서 역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의 행 및 열에 각각 대응하는 게이트 주소 라인 및 데이터 주소 라인도 도시되어 있다.
전극에 인가되는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의 크기는 VBIAS이다.

이 도

파선 타원으로 둘
나타낸 픽셀

포토다이오드의 상부

이 전압은 외부 전압원에 의해 제공된다.

VBIAS는

통상적으로 ~1 V 내지 8 V의 범위의 값으로 설정된다.
[0025]

도 6은 도 5의 픽셀 회로에 대응하는 픽셀 설계의 하나의 구조적 구현예(기준 아키텍처라고 함)의 개략 단면도
이다.

이 구현예에서, 어드레싱 TFT는 픽셀의 표면적을 다수의 다른 요소 - 적층된 구조물, 주소 라인, 그리고

주소 라인, 포토다이오드 및 TFT 사이의 간극을 갖는 불연속적인 a-Si 포토다이오드를 포함함 - 와 공유한다.
[0026]

도 6에서, a-Si 어드레싱 트랜지스터(TFT) - 드레인, 소스 및 게이트만이 나타내어져 있음 - 의 일반적인 위치
는 파선 타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장부에 의해 형성된다.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은 TFT의 소스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의 연

TFT와 중첩하지 않는 포토다이오드의 나머지 층은 하부 전극의 가장자리부와 정렬되고
+

이러한 방식으로 적층된 구조물을 형성하도록 패턴화된다.

이들 층은 n 도핑된 a-Si의 층, 진성 a-Si의 층, p

도핑된 a-Si의 층, 및 광학적으로 투명한 상부 전극으로서 역할하는 ITO의 층을 포함한다.

+

크기 VBIAS의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바이어스 라인을 통해 포토다이오드의 상부 전극에 인가되어, 포토다이오드에 걸쳐 전기장
를 생성한다.

금속 비아를 통해 TFT의 드레인에 연결되는 데이터 주소 라인, 및 바이어스 라인의 방향은 도면

의 평면에 직교이다.

패시베이션 물질의 대략적인 위치는 음영에 의해 개략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어

레이를 캡슐화하여, 어레이를 기계적으로 보호하고 바이어스 및 데이터 주소 라인과의 의도하지 않은 전기적 접
촉을 방지하기 위해 어레이의 전체 상부 표면 상에 증착되는 패시베이션 물질을 포함한다.
연장하는 신틸레이터의 형태로 되어 있는 x-선 변환기도 역시 나타내어져 있다.
신틸레이터에 광학 광자(옅은 직선 화살표)를 발생한다.

전체 어레이 상에

입사 x-선(파형의 화살표)은

광학 광자의 일부는 포토다이오드의 진성층에 들어가,

전기장에 의해 전극 쪽으로 드리프트하는 전자 및 정공을 생성하고, 그로써 픽셀에 저장되었다가 궁극적으로 그
로부터 판독되는 이미징 신호를 생성한다.
[0027]

직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평판 영상기의 경우, 변환기는 입사 x-선의 많은 비율을 차단하기에 충분한 두께를 갖
는 광전도성 물질층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한가지 적당한 광전도성 물질은 최대 ~2000 μm 두께로 제조될 수

있는 비결정성 셀레늄(a-Se)이고, 바람직하게는 ~200부터 1000 μm까지의 범위에 있는 두께로 제조된다.

직접

검출 변환기로서 적합한 다른 광전도성 물질은 납 요오드화물(PbI2), 수은 요오드화물(HgI2), 납 산화물(PbO),
카드뮴 아연 텔루라이드(CdZnTe),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Bi2S3, Bi2Se3, BiI3, BiBr3, CdS, CdSe, HgS,
Cd2P3, InAs, InP, In2S3, In2Se3, Ag2S, PbI4

-2

-3

및 Pb2I7 의 단결정 및 다결정 형태를 포함한다.

광전도체에 대

한 두께의 선택은, 진단 에너지에서 ~10%부터 90%까지 그리고 방사선 치료 에너지에서 ~1%부터 10%까지의 어딘
가에 있을 수 있는 x-선의 적절히 많은 비율의 변환을 달성하기 위해, x-선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0028]

메가볼트 방사선을 사용하는 이미징의 경우에, 예를 들어, 외부 빔 방사선 치료 이미징의 경우 또는 보안 응용
분야에 대한 스캐닝을 비롯한 산업용 방사선 사진의 경우에, 얇은(~1 mm) 금속 플레이트가 통상적으로 변환기
상에(간접 검출의 경우 신틸레이터 바로 위에, 또는 직접 검출의 경우 광전도체를 덮고 있는 상부 전극 상의 캡
슐화부 바로 위에) 배치된다.
있다.

이 플레이트의 조성은 구리, 강철, 텅스텐 및 납을 비롯한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직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에 대한 픽셀 회로의 일례가 도 7에 개략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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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면에 나타낸 회로 요소는 광전도체(PC), 픽셀 어드레싱 트랜지스터(TFT), 및 (파선 타원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커패시턴스 CSTORAGE를 갖는 픽셀 저장 커패시터를 포함한다.
스, 드레인 및 게이트가 표시되어 있다.

다른 파선 타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TFT의 소

제3 파선 타원은 광전도체가 커패시턴스 CPC를 가지며 또한 회로에서

저항 RPC를 갖는 대용량 저항기로서도 기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트 주소 라인 및 데이터 주소 라인도 도시되어 있다.
기는 VBIAS이다.

~10 V이다.

광전도체의 상부 전극에 인가되는 바이어스 전압의 크

이 전압은 외부 전압원에 의해 제공된다.

며, 일반적으로 그 물질의 층 두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나타낸 픽셀의 행 및 열에 대응하는 게

사용된 VBIAS의 값은 광전도체 물질의 유형에 의존하
a-Se의 경우, VBIAS는 통상적으로 마이크로미터 두께당

따라서, 1000 μm의 a-Se 층에 대해, VBIAS는 ~10,000 V일 것이다.

마이크로미터당 ~0.5부터 2.0 V까지의 범위에 있다.
,000 V일 것이다.

HgI2의 경우, VBIAS는 통상적으로

따라서, 500 μm의 HgI2 층에 대해, VBIAS는 ~250 내지 1

광전도성층은 또한 애벌랜치 모드(avalanche mode)에서 동작될 수 있고, 이 때 그 층에 걸리

는 VBIAS의 값이 통상적으로 더 높다 - 예를 들어, a-Se의 마이크로미터당 ~50 V부터 100 V까지의 범위에 있다
-. 이 경우에, 애벌랜치층(avalanche layer)은 x-선 자체의 많은 비율을 차단하기에 충분히 두껍게 되어 있을
수 있거나, 얇게 되어 있을 수 있고, 광전도체 또는 신틸레이터의 층(각각, 입사 x-선의 많은 비율을 차단하기
에 충분한 두께의 a-Se 또는 CsI:Tl 등)이 그 위에 증착되어 있다.

이 경우에, 애벌랜치층의 목적은 위에 있는

변환기로부터의 신호를 증폭하는 것이다.
[0029]

도 8은 도 7의 픽셀 회로에 대응하는 픽셀 설계의 하나의 구조적 구현예의 개략 단면도이다.

이 구현예에서,

어드레싱 TFT는 픽셀의 표면적을 픽셀 저장 커패시터와, 주소 라인과, 그리고 주소 라인, 저장 커패시터 및 TFT
사이의 간극과 공유한다.

광전도체 구조물(하부 전극, 광전도성 물질층, 및 상부 전극을 포함함)은 어드레싱

TFT의 평면 위에(즉, 어드레싱 TFT의 레벨 상부에) 존재한다.
[0030]

도 8에서, a-Si 어드레싱 트랜지스터(TFT) - 드레인, 소스 및 게이트만이 나타내어져 있음 - 의 일반적인 위치
는 파선 타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픽셀 저장 커패시터 - 그의 위치가 제2 파선 타원으로 표시되어 있음 - 에

대해, 상부 및 하부 전극만이 나타내어져 있다.

픽셀 저장 커패시터의 상부 전극은 TFT의 소스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의 연장부인 배면 접점에 의해 형성된다.

광전도체의 하부 전극이 배면 접점으로의 비아(제3 타

원으로 표시됨)를 통해 TFT에 연결되어 있고, TFT 위에 연장하고 있지 않다.

두껍고 연속적인 광전도체 물질층

(x-선 변환기로서 기능함)이 전체 어레이에 걸쳐 증착되어, 그 물질이 하부 전극과 접촉하게 된다.
상부 전극이 전체 광전도체 표면 상에 증착된다.
에 걸쳐 전기장을 형성한다.

연속적인

VBIAS 크기의 바이어스 전압이 상부 전극에 인가되어 광전도체

어레이를 캡슐화하여 어레이를 기계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보호하고 상부 전극

과의 의도하지 않은 전기적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캡슐화부 또는 캡슐화층이라고 하는 물질층이 전체 상부 전
극 상에 증착된다.
이다.

금속 비아를 통해 TFT의 드레인에 연결되는 데이터 주소 라인의 방향은 도면의 평면에 직교

패시베이션 물질의 위치는 음영에 의해 대략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직접 검출 픽셀 및 어

레이의 대안의 구성에서, 얇은 물질층(통상적으로 ~1 내지 10 마이크로미터 두께이고, 장벽층, 유전체층 또는
도핑된 층으로서 기능함)이 하부 전극과 광전도체 사이에 또는 상부 전극과 광전도체 사이에 증착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이러한 얇은 물질층이 양 위치에 증착될 수 있고, 각각의 위치에서 유형 및 두께가 상이할 수
있다.
[0031]

도 6에 예시된 기준 아키텍처를 갖는 간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의 경우, 어드레싱 TFT 및 포토다
이오드는 픽셀에서 면적을 얻기 위해 서로 그리고 다른 픽셀 요소와 직접 경쟁하고 있다.
물론, 도 9에 나오는 4개의 픽셀의 대응하는 개략적인 렌더링에서도 명백하다.

이것이 도 6에서는

또한, 한쌍의 간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로부터 획득된 픽셀의 현미경 사진이 도시되어 있는 도 10에서도 명백하다.
검출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는 포토다이오드의 면적을 가능한 한 크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
그에 부가하여,

바이어스 라인이 포토다이오드의 상부 표면 위에 연장하는 어레이 설계의 경우, 이들 라인 및 연관된 비아(이들
둘다는 광학적으로 불투명하고 광이 포토다이오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함)의 면적은 가능한 한 작게 되어 있다.
주어진 어레이 설계에서, 위로부터의 입사광에 노출되어 있는 포토다이오드 표면이 차지하는 픽셀 면적의 분율
을 광학적 충전율(optical fill factor)라고 한다.
[0032]

광학적 충전율의 극대화를 꾀하는 이유는 위에 있는 신틸레이터로부터의 입사광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이 픽셀
신호 크기, 따라서 영상기의 신호대 잡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향상된 이미지 품질이 얻어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광학적 충전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작은 픽셀 피치(예를 들어, ~100 μm 미만)를 필요로 하는 응용 분야 또는 영
상기가 낮은 노광(프레임당 노광이 ~1 μR 미만인 형광 투시의 낮은 노광 영역 등)에서 동작되는 응용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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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어레이 설계에 특히 중요하다.
[0033]

높은 광학적 충전율은 어드레싱 TFT의 크기, 주소 라인의 폭, 바이어스 라인의 폭, 그리고 포토다이오드, TFT
및 주소 라인 사이의 간극의 최소화를 촉진시킨다.
과한다.

그렇지만, 제조 공정은 설계의 모든 요소에 최소 선폭을 부

게다가, 주소 및 바이어스 라인은 이들 라인을 따른 전기 저항을 제한하도록 충분히 넓어야 한다(왜냐

하면 높은 저항이 어레이의 일시적 및/또는 전기적 동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어쩌면 신호대 잡
음 성능을 저하시킬 것이기 때문임).

그에 부가하여, 간극이 픽셀 요소들 사이에 원하지 않는 접촉(따라서 전

기적 단락) 또는 높은 레벨의 기생 커패시턴스(신호대 잡음비 및 일시적 성능을 열화시킬 수 있음)를 야기할 정
도로 좁아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어레이 판독 속도를 위해 필요한 TFT-온 전류의 크기를 제공하기

위해 TFT 채널의 폭 대 길이의 비(종횡비라고 함)가 충분히 커야만 한다(왜냐하면 높은 종횡비를 갖는 TFT가 그
의 도통 모드에서 높은 레벨의 전류를 제공하기 때문임).

도 10은, 최소 선폭의 감소에 의해 도움을 받는

간극, 주소 라인 및 TFT의 크기의 감소를 통해, 도 10의 (a)에 도시된 초기 어레이 설계의 광학적 충전율이 도
10의 (b)에 도시된 나중의 설계에서 상당히 증가된 이들 고려사항의 실제예를 나타낸 것이다.

큰 광학적 충전

율을 유지하는 과제는 픽셀 피치가 감소함에 따라 더욱 어렵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소 라인, 간극 및 어드레싱
TFT가 차지하는 면적이 픽셀 면적의 점점 더 많은 분율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0034]

광학적 충전율에 대한 상기한 제한을 회피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이 어드레싱 TFT의 평
면 위에(즉, 어드레싱 TFT의 레벨 위에) 배치되는 픽셀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것이다.
키텍처가 가능하고, 2가지 이러한 아키텍처가 도 11 및 도 12에 도시되어 있다.

각종의 이러한 평면외 아

이들 예시에서, 광학적 충전율

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이 어드레싱 TFT의 일부분 또는 전부와 중첩한다.
[0035]

도 11의 포토다이오드는 하부 전극과 일렬로 정렬된 불연속적인 적층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도 6에서와 같이,

하나의 어드레싱 TFT가 3개의 a-Si 층을 갖고 상부 및 하부 전극을 갖는 불연속적인 a-Si 포토다이오드에 연결
되어 있다.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픽셀 아키텍처에서,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은 어드레싱 TFT의 평면 위에 위치

하부 전극은 TFT의 소스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의 연장부인 배면 접점으로의 비아(그의 위치가 파

선 타원으로 표시되어 있음)를 통해 TFT에 연결된다.
부 전극과 정렬된 적층물을 형성한다.

a-Si 층 및 포토다이오드의 상부 전극은 패턴화되어, 하

데이터 주소 라인(그의 위치가 실선 타원으로 표시되어 있음) 및 바이어

스 라인 둘다의 방향은 도면의 평면에 직교이다.
[0036]

도 12의 포토다이오드는 층들 중 일부가 연속적인 구조를 가진다.
TFT의 평면 위에 위치하는 a-Si 포토다이오드에 연결된다.

도 11에서와 같이, 하나의 어드레싱 TFT가
+

그렇지만, 이러한 픽셀 아키텍처에서, p 도핑된 층

및 진성층이 패턴화되지 않고 오히려 광학적 충전율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어레이에 걸쳐 연속적이
다.

+

이웃하는 픽셀 사이의 전하 공유를 방지하기 위해 n 도핑된 a-Si 층이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과 정렬

하도록 패턴화된다.

하부 전극은 TFT의 소스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의 연장부인 배면 접점으로의 비아

(그의 위치가 파선 타원으로 표시되어 있음)를 통해 TFT에 연결된다.

데이터 주소 라인(그의 위치가 실선 타원

으로 표시되어 있음)의 방향은 도면의 평면에 직교이다.
[0037]

도 13 및 도 14는 도 12에 나타낸 픽셀 아키텍처를 갖는 간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 설계의 실제 구현예에
대응한다.

도 13은 4개의 픽셀의 개략적인 렌더링인 반면, 도 14는 어레이로부터의 픽셀의 현미경 사진이다.

발명의 내용
[003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션 층(scintillation layer), 및 제1 전극, 감광층, 및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출기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radiation sensor)가 제공된다.
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감광층은 광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고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
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은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

분적으로 중첩하고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에 표면 만곡부를 가진다.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0039]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전도체 검출기(photoconductor detector)를 포함하는 방사선 센서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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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제1 전
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은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픽셀 회로의 특징부 상부에 표면 만곡부(surface inflection)를 가진다.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

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0040]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베이스 기판 상에 픽셀

회로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 픽셀 회로 요소 위에 평탄화층을 형성하는 단계, 픽셀 회로 요소에의 연결부를 노
출시키기 위해 평탄화층에 구멍을 형성하는 단계, 패턴화된 구멍을 금속화하는 단계, 금속화된 구멍에 전기적으
로 접촉하는 제1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제1 전극 상에 광 또는 이온화 방사선에 민감한 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평탄화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의 표면 만곡부를,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제1 전극의 표면 상에, 제공한다.
[0041]

본 발명에 대한 이상의 개괄적인 설명 및 이하의 상세한 설명 둘다가 예시적이고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42]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더 잘 이해되는 것처럼, 본 발명 및 본 발명의
다수의 부수적인 이점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가 용이하게 달성될 것이다.
도 1은 경사각에서 본 박막 트랜지스터(TFT)의 상부를 보여주는 한 형태의 a-Si TFT의 개략적인 3차원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a-Si TFT의 개략 단면도.
도 3은 경사각에서 본 TFT의 상부를 보여주는 한 형태의 poly-Si TFT의 개략적인 3차원 도면.
도 4는 도 3에 도시된 poly-Si TFT의 개략 단면도.
도 5는 입사 방사선의 간접 검출을 이용하는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로부터의 픽셀에 대한 개략 회로도.
도 6은 도 5의 픽셀 회로의 한 특정의 구조적 구현예에 대응하는 개별 포토다이오드 - 기준 아키텍처(baseline
architecture)라고 함 - 를 갖는 한 형태의 간접 검출 픽셀 설계의 단면도의 개략도.
도 7은 입사 방사선의 직접 검출을 이용하는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로부터의 픽셀에 대한 개략 회로도.
도 8은 한 형태의 직접 검출 픽셀 설계의 단면도의 개략도.
도 9는 도 5 및 도 6에, 각각, 도시된 픽셀 회로 및 기준 아키텍처의 구현예에 대응하는, 간접 검출 능동 매트
릭스 어레이의 4개의 인접 픽셀의 개략적인 렌더링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도 6의 기준 아키텍처의 구현예에 대응하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한쌍의 간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의 상부 표면의 현미경 사진의 모음을 나타낸 도면.
도 11은 불연속적인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을 갖는 간접 검출 픽셀 설계의 단면도의 개략도.
도 12는 연속적인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을 갖는 간접 검출 픽셀 설계의 단면도의 개략도.
도 13은 도 5 및 도 12에, 각각, 도시된 픽셀 회로 및 아키텍처의 구현예에 대응하는, 간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의 4개의 인접 픽셀의 개략적인 렌더링을 나타낸 도면.
도 14는 도 12의 픽셀 아키텍처의 구현예 및 도 13의 렌더링에 대응하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간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의 상부 표면의 현미경 사진을 나타낸 도면.
도 15는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one-stage, in-pixel amplifier)를 갖는 능동 픽셀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
출 어레이로부터의 픽셀에 대한 개략 회로도.
도 16은 도 15의 픽셀 회로의 구현예 및 도 12의 것과 유사한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응하는, poly-Si TFT를
이용하는 능동 픽셀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4개의 인접 픽셀의 개략적인 렌더링을 나타낸 도면.
도 17은 도 15의 픽셀 회로의 구현예 및 도 16의 렌더링에 대응하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간접 검출 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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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상부 표면의 현미경 사진을 나타낸 도면.
도 18은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two-stage, in-pixel amplifier)를 갖는 능동 픽셀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
출 어레이로부터의 픽셀에 대한 개략 회로도.
도 19는 도 18의 픽셀 회로의 구현예 및 도 12의 것과 유사한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응하는, poly-Si TFT를
이용하는 능동 픽셀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4개의 인접 픽셀의 개략적인 렌더링을 나타낸 도면.
도 20은 도 18의 픽셀 회로의 구현예 및 도 19의 렌더링에 대응하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간접 검출 어레
이의 상부 표면의 현미경 사진을 나타낸 도면.
도 21은 도 16 및 도 17에 대응하고 다양한 특징 및 물질의 기본 토폴로지를 보여주는, poly-Si TFT를 이용하는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도 22의 (a)는 도 19 및 도 20에 대응하고 다양한 특징 및 물질의 기본 토폴로지를 보여주는, poly-Si TFT를 이
용하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도 22의 (b)는 도 22의 (a)의 일부분에 대응하는 도면.
도 23의 (a)는, 도 2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산으로부터 얻어지는, 도 16 및 도 17에 대응하고 상부의 연속
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기본 토폴로지를 보여주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어
레이의 상면도.
도 23의 (b)는 도 23의 (a)의 계산된 상면도와 비교하기 위해 보여주는, 도 17로부터 얻어진 현미경 사진을 나
타낸 도면.
도 24의 (a)는, 도 22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산으로부터 얻어지는, 도 19 및 도 20에 대응하고 상부의 연속
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기본 토폴로지를 보여주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어
레이의 상면도
도 24의 (b)는 도 24의 (a)의 계산된 상면도와 비교하기 위해 보여주는, 도 20으로부터 얻어진 현미경 사진을
나타낸 도면.
도 25는 표면의 평면성의 변화를 특징지우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곡률 반경의 일반 개념을 나타낸 한쌍의
도면.
도 26의 (a)는 도 21에 대응하지만 패시베이션 #2의 전체적인 평탄화를 통해 달성되는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를
갖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도 26의 (b)는 도 21에 대응하지만 패시베이션 #2의 부분적인 평탄화를 통해 달성되는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를
갖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도 27의 (a)는 도 22의 (a)에 대응하지만 패시베이션 #2의 전체적인 평탄화를 통해 달성되는 보다 균일한 토폴
로지를 갖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도 27의 (b)는 도 27의 (a)의 일부분에 대응하는 도면.
도 28은 도 26의 (a)에 대응하지만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의 주변 가장자리부의 평활화를 통해 달성되는 보
다 균일한 토폴로지를 갖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도 29는 도 27의 (a)에 대응하지만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의 주변 가장자리부의 평활화를 통해 달성되는 보
다 균일한 토폴로지를 갖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도 30은 도 28에 대응하지만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과 배면 접점을 연결시키는 비아를 가늘게 만들고 그 비
아에 금속을 채움으로써 달성되는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를 갖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도 31의 (a)는, 계산으로부터 얻어지고 정확히 도 23의 (a)에 대응하는, 상부의 연속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
의 기본 토폴로지를 보여주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어레이의 상면도(도 31 내의
나머지 도면과 비교하기 위해 포함되어 있음).
도 31의 (b)는, 도 26의 (a)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산으로부터 얻어진, 패시베이션 #2의 전체적인 평탄화를
통해 달성되는, 도 31의 (a)에 대한 표면 토폴로지의 향상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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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의 (c)는, 도 28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산으로부터 얻어진,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의 주변 가장자
리부의 평활화를 통해 달성되는, 도 31의 (b)에 대한 표면 토폴로지의 향상을 나타낸 도면.
도 31의 (d)는, 도 30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산으로부터 얻어진,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과 배면 접점을
연결시키는 비아를 가늘게 만들고 그 비아에 금속을 채움으로써 달성되는, 도 31의 (c)에 대한 표면 토폴로지의
향상을 나타낸 도면.
도 32의 (a)는, 계산으로부터 얻어지고 정확히 도 24의 (a)에 대응하는, 연속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상부
의 기본 토폴로지를 보여주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어레이의 상면도(도 32 내의
나머지 도면과 비교하기 위해 포함되어 있음).
도 32의 (b)는, 도 27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산으로부터 얻어진, 패시베이션 #2의 전체적인 평탄화를 통해
달성되는, 도 32의 (a)에 대한 표면 토폴로지의 향상을 나타낸 도면.
도 32의 (c)는, 도 29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산으로부터 얻어진,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의 주변 가장자
리부의 평활화를 통해 달성되는, 도 32의 (b)에 대한 표면 토폴로지의 향상을 나타낸 도면.
도 32의 (d)는, 계산으로부터 얻어진,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과 배면 접점을 연결시키는 비아를 가늘게 만들
고 그 비아에 금속을 채움으로써 달성되는, 도 32의 (c)에 대한 표면 토폴로지의 향상을 나타낸 도면.
도 33의 (a)는 도 21에 대응하지만 포토다이오드 내의 진성 a-Si(intrinsic a-Si)의 층의 전체적인 평탄화를 통
해 달성되는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를 갖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도 33의 (b)는 도 21에 대응하지만 포토다이오드 내의 진성 a-Si의 층의 부분적인 평탄화를 통해 달성되는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를 갖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도 34의 (a)는, 계산으로부터 얻어지고 정확히 도 23의 (a)에 대응하는, 상부의 연속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
의 기본 토폴로지를 보여주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어레이의 상면도(도 34 내의
나머지 도면과 비교하기 위해 포함되어 있음).
도 34의 (b)는, 도 33의 (b)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산으로부터 얻어진, 포토다이오드 내의 진성 a-Si의 층
의 부분적인 평탄화를 통해 달성되는, 도 34의 (a)에 대한 표면 토폴로지의 향상을 나타낸 도면.
도 34의 (c)는, 도 33의 (a)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산으로부터 얻어진, 포토다이오드 내의 진성 a-Si의 층
의 전체적인 평탄화를 통해 달성되는, 도 34의 (a)에 대한 표면 토폴로지의 향상을 나타낸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43]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을 간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의 픽셀 설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광학적 충전율
(optical fill factor)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연속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을 구현하는

경우에, 픽셀의 전체 면적에 대응하는, 1만큼 큰 광학적 충전율이 가능하다.

이러한 광학적 충전율 개선은 포

토다이오드와 어드레싱 TFT, 주소 라인 및 간극과 같은 기타 픽셀 요소 사이에서 픽셀 면적을 위한 경쟁을 없애
주는 것으로부터 얻어진다.
[0044]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은 또한 픽셀에 부가의 요소(TFT, 다이오드, 커패시터 및 저항기는 물론, 비아, 배
선, 제어 라인, 주소 라인 및 접지면 등)를 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그로써 보다 복잡한 픽셀 회로를
가능하게 해준다.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들 부가의 요소는 포토다이오드의 평면과 별개

의 평면에 존재할 것이고, 따라서 픽셀 면적을 위해 포토다이오드와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픽셀 설계에서는

물론 어레이 설계의 다른 곳에서도 보다 복잡한 회로를 도입함으로써, 각각의 픽셀이 단지 하나의 TFT(픽셀 어
드레싱 스위치로서 기능함)를 갖는 능동 매트릭스 평판 이미징 어레이의 성능과 비교하여 상당한 성능 향상이
달성될 수 있다.

이들 부가의 TFT 및 다이오드에 사용되는 반도체 물질의 유형이 이상에서 기술한 것들 중 어

느 것이라도 될 수 있지만, 이하에 기술되는 보다 복잡한 회로의 일례는 poly-Si TFT를 포함한다.

그에 부가하

여, 이하의 일례가 이미징 신호가 수집되고 판독 이전에 픽셀 저장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간접 검출 어레이 설계
에 관한 것이지만,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은 또한, 이들 회로가 면적을 위해 포토다이오드와 경쟁하는 일
없이, 개개의 x-선을 검출하고 카운트[흔히 단일 광자 카운팅(single photon counting)이라고 하는 기능]할 수
있는 픽셀 회로를 생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단일 광자 카운팅 픽셀은 검출기(평면외 포토다이오

드 구조물 등)는 물론, 증폭기, 분별기(discriminator)(선택적으로 펄스-정형 회로를 가짐) 및 이벤트 카운터
(예컨대, 선형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형태로 되어 있음)에 대한 것은 물론 어드레싱 및 픽셀 리셋을 위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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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포함할 것이다.

단일 광자 카운팅 어레이는 x-선 스펙트럼의 선택된 부분에 기초하여 높은 콘트라스트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에너지 분별(energy discrimination) 또는 에너지 윈도잉(energy windowing)이
라고 하는 기법]과 같은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0045]

증가된 복잡도는, 입사 방사선의 간접 검출은 물론 직접 검출에 기초한 어레이 설계 둘다에 대해, 영상기의 신
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간접 검출의 경우에, 더 높은 복잡도는 포토다이오드에서의 a-Si의 준안정

(metastable) 전자 상태(포획(trapping) 상태라고도 함)에 있는 전하의 포획 및 방출(release)과 연관되어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0046]

이제부터, 유사한 참조 번호가 몇개의 도면에 걸쳐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도면을 참조하면, 보
다 상세하게는 도 5를 참조하면, 도 5에 도시된 일반 형태를 갖는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 픽셀 회로의 경우, 주
어진 행의 픽셀의 판독 동안에, 대응하는 포토다이오드에 걸리는 전기장이 다시 VBIAS의 크기 및 포토다이오드에
서의 a-Si의 두께에 의해 정의되는 최대값으로 증가한다.
것은 물론 픽셀이 초기화된다.
다.

따라서, 픽셀 판독에 의해 이미징 신호가 샘플링되는

각각의 픽셀 저장 커패시터에 이미징 신호를 수집하는 동안에, 전기장이 감소된

주어진 픽셀에 대해, 이미징 신호가 충분히 큰 경우, 전기장의 크기는 거의 0으로 감소될 것이고, 저장 커

패시터는 더 이상 전하를 저장할 수 없을 것이고, 픽셀이 포화된다.

포토다이오드에서의 전하 포획의 확률은

전기장 세기가 감소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증가되고, 픽셀 포화의 조건 근방에서 아주 높게 된다.

방사선 이미

징(통상적으로 많은 x-선 노광을 수반함)에서, 포획된 전하의 레벨이 높으면 상당한 이미징 신호의 손실이 있게
된다.

이것은 영상기의 신호대 잡음비를 감소시키고, 이미지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형광 투시 이미징

(fluoroscopic imaging)에서, 초기 이미지의 획득 동안에 포획된 전하가 나중의 이미지에서 방출될 것이다.

이

결과, 초기 이미지로부터의 이미지 정보가 나중의 이미지에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래그(lag) 또는 이미지 래그(image lag)라고 함]이다.

그에 부가하여, 영상기가 많은 x-선 노광에 의해

방사선 사진 영상을 발생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그 영상기가 조금 있다가 형광 투시 이미지
(fluoroscopic image)를 발생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방사선 사진 이미지로부터의 이미지 정보가 형광 투시 이
미지에 나타날 수 있다 - 고스팅(ghosting)이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임 -. 래그 및 고스팅으로 인해,
이미지에서의 중요한 정보를 불명료하게 할 수 있는 이미지 아티팩트(artifact)가 생기며, 따라서 이미지의 유
용성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아티팩트는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에 기초한 영상기에서 흔히 만난다.

그렇지만, 능

동 매트릭스 어레이보다 높은 복잡도의 회로를 포함하는 어레이 설계는, 조밀성, 대면적 및 방사선 손상 내성의
중요한 이점을 보존하면서, 신호대 잡음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이미지 아티팩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
[0047]

간접 검출 어레이에 대한 보다 복잡한 픽셀 회로의 일례가 도 15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이 회로 설계

는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어드레싱 TFT 및 리셋 TFT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3개의 TFT를 포함한다.
증폭기의 존재에 의해, 이 설계는 능동 픽셀 설계라고 한다.

픽셀내

이 설계를 포함하는 어레이의 동작 동안에, 이미

징 신호가 수집되고 픽셀 저장 커패시터로서 기능하는 포토다이오드에 저장된다.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의 경우

에서와 같이, 한번에 한 행의 픽셀씩 판독이 수행될 수 있지만(최대 공간 분해능이 요망되는 경우), 픽셀 신호
의 샘플링 및 픽셀 초기화가 더 이상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주어진 픽셀 저장 커패시터 내의 이미징 신호가

어드레싱 TFT를 사용하여 샘플링될 때, 픽셀내 증폭기는 데이터 주소 라인의 커패시턴스 대 포토다이오드의 커
패시턴스 CPD의 비와 같은 양만큼 신호를 확대한다.

이 증폭이 어드레싱 TFT 및 외부 전치 증폭기(능동 매트릭

스 영상기에서의 주요 노이즈 소스 중 2개임)로부터의 노이즈의 기여 이전에 영상기 회로 내의 지점에서 일어나
기 때문에, 이 픽셀 회로 설계는 영상기의 신호대 잡음비의 상당한 향상을 제공할 수 있다.
픽셀 회로의 경우, 이미징 신호를 샘플링하는 것이 픽셀을 초기화하지 않는다.

그에 부가하여, 이

오히려, 픽셀이 리셋 TFT를 사

용하여 초기화될 때까지, 이미징 신호가 계속하여 픽셀 저장 커패시터에 존재한다.

그 결과, 이미징 신호가 여

러번 샘플링된 다음에 평균될 수 있고, 그로써 영상기의 신호대 잡음비의 추가적인 향상이 얻어진다.

도 16 및

도 17은 도 15의 픽셀 회로의 구현예를 나타내는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를 갖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실
제 구현예에 대응한다.

도 16은 4개의 픽셀의 개략적인 렌더링인 반면, 도 17은 실제 어레이로부터의 픽셀의

현미경 사진이다.
[0048]

간접 검출 어레이에 대한 훨씬 더 복잡한 픽셀 회로의 다른 일례가 도 18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이

회로 설계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어드레싱 TFT 및 리셋 TFT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5개의 TFT 및 피드백
커패시터를 포함한다.

이것은 능동 픽셀 설계의 다른 일례이다.

이 설계를 포함하는 어레이의 동작 동안에,

이미징 신호가 수집되고 픽셀 저장 커패시터로서 기능하는 피드백 커패시터에 저장된다.

이 설계의 동작 및 이

점은 이상에서 기술한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와 유사하다 - 이미징 신호의 픽셀내 증폭에 의해서는 물
론 영상 신호를 여러번 샘플링하고 평균하는 것에 의해 영상기의 신호대 잡음비의 상당한 향상을 제공함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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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가하여, 이미징 신호의 수집 및 저장 동안, 포토다이오드에 걸리는 전기장이 이 설계에서는 아주 약간만
감소된다 - 능동 매트릭스 픽셀 설계 또는 이전에 기술한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에 대한 상황과 뚜렷한
대조를 이룸 -.
[0049]

그 결과, 아주 높은 x-선 노광에서조차도, 포토다이오드에서의 전하 포획의 양이 감소되고 래그 및 고스팅 아티
팩트가 감소된다.

이러한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의 추가적인 이점은 1-스테이지 설계에 비해 증폭기의

이득(증폭기가 이미징 신호를 증가시키는 배율 계수로서 정의됨)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제어를 가능하게 해준다
는 것이다.

2-스테이지 설계에서, 픽셀내 증폭기는 데이터 주소 라인의 커패시턴스 대 픽셀 피드백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 CFB의 비와 같은 양만큼 이미징 신호를 확대한다.

따라서, 주어진 픽셀 피치 및 픽셀 저장 커패시터

커패시턴스에 대해, 1-스테이지 및 2-스테이지 설계 둘다에서 데이터 라인 커패시턴스가 증가함에 따라 픽셀내
증폭기 이득의 크기가 증가한다.

그 결과, 주어진 픽셀 설계에 기초하여 보다 큰 어레이(즉, 데이터 라인 방향

을 따라 보다 많은 수의 픽셀을 갖는 어레이)가 제조되는 경우, 증폭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데이터 주

소 라인을 따라 있는 픽셀의 수에 비례하여 데이터 라인 커패시턴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의 결과이다.

1-스

테이지 설계의 경우에, 어레이 크기에 대한 픽셀내 증폭기 이득의 이러한 의존성(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은 포토다이오드의 두께 또는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는 상쇄(offset)될 수 없다(최대 광 검출 효율을 위해 포토
다이오드의 규격이 독립적으로 최적화될 필요가 있음). 그렇지만, 2-스테이지 설계의 경우, 데이터 라인 커패시
턴스의 변화를 상쇄시키기 위해 CFB의 크기가 (예를 들어, 커패시터 유전체의 두께 또는 커패시터의 면적을 조정
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이것은, 어레이로부터 추출되는 이미징 신호의 크기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일 없이,

주어진 2-스테이지 설계가 다양한 어레이 크기에 대해 구현될 수 있게 해준다 - 따라서, 영상기 동작에 필요한
외부 전치 증폭 전자 회로의 설계를 단순화시킨다 -.

도 19 및 도 20은 도 18의 픽셀 회로의 구현예를 나타내

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를 갖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실제 구현예에 대응한다.

도 19는 4개의 픽셀의 개략

적인 렌더링인 반면, 도 20은 실제 어레이로부터의 픽셀의 현미경 사진이다.
[0050]

전술한 바와 같이,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은 상당한 성능 향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향상은 광학적 충

전율의 증가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은 물론, 이러한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의해 용이하게 되는 픽셀 회로 복잡
도의 증가의 결과이다.

그렇지만, 이들 이점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이 성능

을 열화시키는 다른 인자들을 유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명자는, 이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

이, 성능을 열화시키는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0051]

도 21 및 도 22는, 각각, 도 17 및 도 20의 현미경 사진에 대응하는 1-스테이지 및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의 계산된 단면도이다.

이들 단면도는 픽셀 설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특징부 및 물질을 나타내고 있다.

예

를 들어, 4개의 패시베이션층 - 완충 패시베이션, 패시베이션 #1, 패시베이션 #2 및 상부 패시베이션 - 이
있다.

그에 부가하여, 4개의 금속층 - 분로 금속(shunt metal)(리셋 전압 라인 및 게이트 주소 라인과 같은 요

소에 사용됨), 금속 #1(배면 접점, 데이터 주소 라인 및 비아와 같은 요소에 사용됨), 금속 #2(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과 같은 요소에 사용됨) 및 ITO(포토다이오드의 상부 전극에 사용됨) - 이 있다.

도 21 및 도 22에

도시된 다른 층 및 특징부는 TFT 채널에 사용되는 poly-Si(활성 poly-Si라고 표시됨), TFT 게이트(poly-Si로 형
+

+

성됨), 및 포토다이오드에 사용되는 n 도핑된, 진성 및 p 도핑된 a-Si를 포함한다.

이들 단면에서 명백한 포

토다이오드 구조물의 토폴로지적 불균일성은 대응하는 제조된 어레이 - 이로부터 도 17 및 도 20의 현미경 사진
이 얻어짐 - 에서의 불균일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도 23 및 도 24에서, 픽셀의 상면도(도 21 및 도 22의

단면도를 발생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산으로부터 얻어짐)와, 대응하는 어레이의 실제 구현예의 현미경
사진 사이의 밀접한 대응 관계가 명백하다.
[0052]

도 21 내지 도 24에 나타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은 그의 토폴로지가 아주 높은 정도의 불균일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토폴로지적 불균일성은 포토다이오드 또는 그의 일부 아래에 위치하는 특징부가 픽셀 설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다.

도시된 픽셀 설계의 일례의 경우, 이들 특징부는 TFT, 커패시터, 주소 라인, 배선 및 비

아 -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을 배면 접점에 연결시키는 비아를 포함함 - 를 포함한다.

이러한 특징부는 평

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이 연속적(이들 일례에서와 같이)이든 불연속적(즉, 도 11에 도시된 포토다이오드 구
조물을 가짐)이든 간에 그 구조물에 불균일성을 야기한다.

주목할 점은, 직접 검출 어레이의 경우에, 포토다이

오드 구조물 또는 그의 일부 아래에 있는 특징부(TFT, 커패시터, 주소 라인, 배선 및 비아 등)가 존재하는 것이
그 구조물에도 역시 유사한 정도의 토폴로지적 불균일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연속적인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을 갖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경우는 물론, 직접 검출 어레이의 경우에, 도 14, 도 21 및 도 22의 (a)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하부 전극의 전체 주변부를 따라 그리고 하부 전극을 배면 접점에 연결시키는 비아의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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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폴로지적 불균일성이 야기된다.
[0053]

비교해 보면, 기준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경우, 불연속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은 그의 토
폴로지에 아주 높은 정도의 균일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토폴로지적 균일성은, 도 6 및 도 9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포토다이오드 또는 그의 일부 아래에 위치하는 어떤 특징부도 픽셀 설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것
이다.

이 경우에,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다양한 층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처리 단계가 어레이 기판의 매끄

럽고 편평한 표면에 대해 수행될 때, 각각의 층에 대해 매끄럽고 평면인 표면은 물론 두께의 균일성이
달성된다.

그 결과, 도 10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상부가 매끄럽고 평면일 것이다.

이러한 매끄러움 및 평면성이 어레이의 제조에 사용되는 처리 단계로부터 유래하는 랜덤한 국소적 변동(수백 옹
스트롬 정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주목할 점은, 제조 동안, 다른 처리 변동이 어레이에 걸쳐 최대 수십 퍼센

트의 주어진 물질층의 두께의 체계적 변동(예컨대, 증가 또는 감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0054]

기준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경우에, 포토다이오드는 광학 광자의 감지 및 얻어진 신호의 수
집에 대한 높은 효율과, 바람직하게도 낮은 레벨의 암전류, 전하 포획, 전하 방출 및 래그를 비롯한 우수한 특
성을 나타낸다 - 이들 우수한 특성을 방해하는 제조 공정으로 인한 매끄러움 및 평면성의 랜덤한 국소 변동도
없고 물질 두께의 체계적 변동도 없음 -. 불연속적인 기준 아키텍처 설계를 포함하든 연속적이거나 불연속적인
평면외 설계를 포함하든 간에, 이러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은 고품질이라고 말해진다.
주어진 이미징 어레이에 대해, 이들 특성 각각은 개별 픽셀의 신호 특성의 측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고, 개별
픽셀로부터 결과 또는 많은 픽셀로부터의 결과의 평균으로부터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단위 포토다이오드 면적으로 정규화된, 이 바람직한 픽셀당 암전류의 레벨의 크기는 제곱 밀리미터당 ~1 pA 미
만이다.

하나의 방사선 사진 프레임 동안에 포획되지 않는 이미징 신호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전하 포획 및

전하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획득된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이 바람직한 픽셀당 전
하 포획의 레벨의 크기는 ~20% 미만이다.

전하 포획 및 전하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서 획득된 일련의 프레임 이후에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로부터
방출되는 이미징 신호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전하 포획 및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획득된 이
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이 바람직한 픽셀당 전하 방출의 레벨의 크기는 ~15% 미만이다.

(하나 이상의

이전 프레임에서 포획된 전하로부터 유래하고)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서 획득된 하나 또는 일련의 프레임 이후에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로부터 방출되는 이미징 신호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
고 이전 프레임으로부터의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이 바람직한 픽셀당 래그의 레벨의 크기는 ~15% 미
만이다.

이러한 측정의 결과도 역시 흔히 제1 필드 래그(field lag)라고 하거나, 다른 대안으로서, 제1 프레임

래그(frame lag)라고 한다.

변환기에 광전도성 물질을 이용하는 직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의 경우, 바람

직한 암전류(단위 광전도체 면적으로 정규화됨), 전하 포획, 전하 방출 및 래그의 레벨의 크기는 간접 검출 어
레이에 대해 전술한 레벨과 유사하다.
[0055]

기준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간접 검출 어레이에서의 고품질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경우, 전술한 우수한 특성에
기여하는 한가지 인자는 토폴로지의 균일성의 정도이다.

앞서 기술한 표면 매끄러움, 표면 평면성 및 두께의

+

+

균일성의 한계 내에서, 포토다이오드 내의 개별적인 n 도핑된, 진성 및 p 도핑된 a-Si 층 각각은 균일한 두께
를 가지며, 상부 및 하부 전극 둘다는 평면이고, 이들 전극은 서로에 평행하다.

그 결과, 전기장 세기가 진성

층의 두께에 걸쳐 거리의 함수로서 변하는 방식이 포토다이오드의 면적에 걸쳐 비교적 변하지 않은 채로 있고,
이것으로 인해 고품질 포토다이오드에서 바람직한 암전류, 전하 포획, 전하 방출 및 래그의 레벨이 얻어진다.
[0056]

이와 달리, 불균일한 토폴로지를 가지는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서는, 포토다이오드의 a-Si 물질에 전기장 세기
가 아주 높고 아주 낮은 영역이 생성된다.

상부 또는 하부 전극이 평면성으로부터 가파른(즉, 급격한) 이탈을

나타내는 포토다이오드의 영역에서는, 진성 a-Si에서의 전기장이 상부 및 하부 전극이 평행한 영역에서의 전기
장보다 상당히 더 클 것이다.

이러한 높은 전기장의 영역의 근방에서, 전기장 세기는 상부 및 하부 전극이 평

행한 영역에서의 전기장보다 상당히 더 낮을 것이다.
기의 편차가 클 것이다.

평면성의 변화가 가파를수록(즉, 급격할수록), 전기장 세

암전류가 증가하는 전기장 세기의 함수로서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된 전기장

세기의 영역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암전류의 레벨이 얻어질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전하 포획이 감소하는

전기장 세기의 함수로서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된 전기장 세기의 영역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전하
포획, 전하 방출 및 래그의 레벨이 얻어질 것이다.
[0057]

전술한 연속적인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을 갖는 픽셀 설계의 3가지 일례에서[즉, 능동 매트릭스 설계를 갖
는 것(도 14),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를 갖는 것(도 21 및 도 23), 그리고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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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갖는 것(도 22 및 도 24)], 각각의 설계에서의 포토다이오드의 광범위한 토폴로지적 불균일성으로 인해
상당히 증가된 전기장 세기의 광범위한 영역은 물론 상당히 감소된 전기장 세기의 광범위한 영역이 얻어진다.
전극 평면성의 가파른 변화는 또한, 도 21의 깊은 비아의 영역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
사이의 최소 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그로써 전기장 세기의 상당한 증가에 추가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발명자가 발견한 이러한 영역의 존재는 바람직하지 않게 높은 암전류, 전하 포획, 전하 방출 및 래그의

레벨을 야기하고, 따라서 고품질 포토다이오드의 실현을 방해한다.
[0058]

높은 포토다이오드 암전류는 몇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암신호(dark signal)(암전류에 의해 생성됨)가

이미징 동안 픽셀 저장 커패시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높은 암전류는 픽셀이 포화 이전에 동작할 수 있는 노광의
범위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그에 부가하여, 암전류가 샷 노이즈(shot noise)라고 하는 노이즈 소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높은 암전류로 인해 높은 샷 노이즈가 야기된다.

영상기에서의 샷 노이즈의 기여가 (도 15 및 도 18의

픽셀 회로 설계에서와 같이) 픽셀내 증폭기로부터의 이득의 효과 이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영상기의 신호대 잡
음비의 개선이 기대보다 감소된다.

이와 유사하게, 높은 샷 노이즈는 (도 11 및 도 12에 예시된 픽셀 설계에서

와 같이)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을 갖는 AMFPI 어레이를 포함하는 영상기의 신호대 잡음비의 의도된 향상
을 감소시킨다.

높은 전하 포획 레벨은 몇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방사선 사진 이미징에서, 포획 상태

에 따른 신호의 손실은 픽셀로부터 샘플링되는 이미징 신호를 감소시키고, 그로써 영상기의 신호대 잡음비를 감
소시킨다.

그에 부가하여, 높은 전하 포획의 레벨은 높은 전하 방출 및 래그의 레벨을 가져오며, 따라서 바람

직하지 않은 이미지 아티팩트의 결과를 증가시킨다.
[0059]

(도 21 내지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은 포토다이오드 내의 전극의 토폴로지와 같이) 표면의 평면성의 변화의 가
파름(즉, 급격함)은, 도 25에 예시한 바와 같이, 곡률 반경 r에 의해 정량화될 수 있다.
변화는 따라서 보다 작은 r 값에 의해 표현된다.

평면성의 보다 가파른

연속적인 및 불연속적인 평면외 설계에서의 평면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진성 a-Si 층에서의 전기장 세기에 대한 전극 평면성(r에 의해 파라미터화됨)
의 가파른 변화의 효과를 계산으로 구하는 것은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서의 이러한 가파른 변화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0060]

0.1 μm 이하의 r 값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평면성의 변화에 가까운 영역에서, 전기장의 최대 편차가 아주 클 수
있다, 즉 한쌍의 평행 전극에 대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300 퍼센트 초과만큼(평면성의 변화에 가장 가까운 영역
에서) 더 높고 60 퍼센트 초과만큼(그 영역의 부근에서) 더 낮을 수 있다.

~0.5 μm의 r 값에 의해 특징지워지

는 평면성의 변화에 가까운 영역에서, 전기장의 편차가 한쌍의 평행 전극에 대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최대 ~300
퍼센트(평면성의 변화에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더 높고 최대 ~60 퍼센트(그 영역의 부근에서) 더 낮을 수
있다.
[0061]

~1 μm의 r 값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평면성의 변화에 가까운 영역에서, 전기장의 편차가 한쌍의 평행 전극에 대
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최대 ~200 퍼센트(평면성의 변화에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더 높고 최대 ~50 퍼센트(그
영역의 부근에서) 더 낮을 수 있다.

~2 μm의 r 값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평면성의 변화에 가까운 영역에서, 전

기장의 편차가 한쌍의 평행 전극에 대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최대 ~50 퍼센트(평면성의 변화에 가장 가까운 영역
에서) 더 높고 최대 ~30 퍼센트(그 영역의 부근에서) 더 낮을 수 있다.

~5 μm의 r 값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평

면성의 변화에 가까운 영역에서, 전기장의 편차가 한쌍의 평행 전극에 대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최대 ~20 퍼센트
(평면성의 변화에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더 높고 최대 ~15 퍼센트(그 영역의 부근에서) 더 낮을 수 있다.

~10

μm의 r 값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평면성의 변화에 가까운 영역에서, 전기장의 편차가 한쌍의 평행 전극에 대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최대 ~10 퍼센트(평면성의 변화에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더 높고 최대 ~10 퍼센트(그 영역
의 부근에서) 더 낮을 수 있다.
[0062]

이상의 고려사항은,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이 포토다이오드의 토폴로지적 불균일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
되는 경우, 얻어지는 토폴로지(기본 토폴로지라고 함. 도 21 내지 도 24에 도시된 일례에 나오는 것 등)가 고품
질 포토다이오드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고 이러한 포토다이오드를 갖는 어레이를 포함하는 영상기의 성능을 열
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포토다이오드의 전극의 평면성의 가파른 변화를 갖는 영

역의 범위(즉, 수 및 면적)가 증가함에 따라, 암전류의 크기, 전하 포획, 전하 방출 및 래그가 증가할 것이다.
전극의 평면성의 변화의 가파름이 증가함에 따라, 이 크기가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역의 범

위는 물론 전극의 평면성의 변화의 가파름이 충분히 감소됨으로써 포토다이오드가 바람직한 레벨의 암전류, 전
하 포획, 전하 방출 및 래그를 나타내도록 포토다이오드가 설계되고 제조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고
품질의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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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3]

도 26 내지 도 34는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토폴로지적 균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토폴로지적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한 방법은 포토다이오드 구조물 아래에 있는

물질층을 전체적으로 평탄화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의 예시가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의

경우에 대해서는 도 26의 (a) 및 도 31의 (b)에 있고,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의 경우에 대해서는 도 27
및 도 32의 (b)에 있다.
[0064]

각각의 경우에, 패시베이션 #2의 상부 표면은 평면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화학-기계적 연마(CMP, 화학 기계적 평탄화라고도 함) 및/또는
스핀 코팅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패시베이션층의 두께는, CMP의 적용

이후에 최소 두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처음에 기본 토폴로지 경우에서보다 더 두껍게 될 수 있다.

이것은 포

토다이오드 전극과 포토다이오드 구조물 아래에 있는 회로 요소 사이의 기생 커패시턴스가 원하는 한계 미만으
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 26의 (a) 및 도 27은, 각각, 도 21 및 도 22에 예시된 기본 토폴로지

의 경우에서의 균일성과 비교하여 포토다이오드의 토폴로지적 균일성의 향상이 얻어진 단면도를 제공한다.

도

31의 (b) 및 도 32의 (b)는, 각각, 도 31의 (a) 및 도 32의 (a)에 예시된 기본 토폴로지와 비교하여 포토다이오
드의 토폴로지적 균일성의 향상이 얻어진 단면도를 제공한다.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토폴로지적 균일성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데 이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토폴로지적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다른 방

법은, 도 26의 (b)에 예시된 바와 같이, 포토다이오드 구조물 아래에 있는 물질층을 부분적으로 평탄화하는 것
이다.
[0065]

이것은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다양한 공지된 기법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연속적인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서, 하부 전극(금속 #2 층으로 형성됨)의 가장자리부는, 도 26의 (a) 및
도 27의 (a)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상부 전극에 평면성의 가파른 변화를 야기한다.
이들 가장자리부를 평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평활화를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른 한 방법은 기본 토

폴로지에서보다 큰 곡률 반경을 가지는 경사진 또는 둥근 형상을 달성하도록 하부 전극의 가장자리부를 정의하
기 위해 사용되는 에칭 기법을 조정하는 것이다.

도 28 및 도 29는, 각각, 도 26의 (a) 및 도 27의 (a)에 도시

된 것과 비교하여 포토다이오드의 토폴로지적 균일성의 향상이 얻어진 단면도를 제공한다.

도 31의 (c) 및 도

32의 (c)는, 각각, 도 31의 (b) 및 도 32의 (b)에 도시된 것과 비교하여 포토다이오드의 토폴로지적 균일성의
향상이 얻어진 상면도를 제공한다.

토폴로지적 균일성을 추가로 향상시키는 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0066]

연속적인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서,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을 배면 접점에 연결시키는 하나 이상의
비아는 또한 상부 및 하부 전극의 평면성의 가파른 변화를 야기한다.

이들 평면성의 변화의 가파름을 감소시키

는 본 발명에 따른 한 방법은 비아의 횡방향 치수(즉, 포토다이오드의 표면을 따른 치수)를, 예를 들어, 설계
규칙에 의해 허용된 한계까지 좁게 함으로써 각각의 비아의 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금속이 또한 비아를 채우기 위해서도 증착될 수 있다.
토폴로지적 균일성의 향상이 얻어진 단면도이다.

하부 전극에 사용되는

도 30은 도 28에 도시된 것과 비교하여 포토다이오드의

(도 29의 시야 내에 비아가 없는 경우 2-스테이지 픽셀내 증

폭기 설계에 대한 대응하는 단면 예시가 도시되어 있지 않다.) 도 31의 (d) 및 도 32의 (d)는, 각각, 도 31의
(c) 및 도 32의 (c)에 도시된 것과 비교하여 포토다이오드의 토폴로지적 균일성의 향상이 얻어진 상면도이다.
토폴로지적 균일성을 추가로 향상시키는 데 본 발명의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0067]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토폴로지적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다른 방법은 포토다이오드에서의 진성 a-Si의
층의 상부 표면을 평탄화하는 것이다.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의 경우에 대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의

예시는 도 33, 도 34의 (b) 및 도 34의 (c)에 나와 있다.
[0068]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CMP의 적용을 통해 포토다이오드에서의 진성 a-Si의 층의 전체적인 평탄
화가 달성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할 시에, CMP의 적용 이후에 달성되는 최종 두께가 바람직한 두께에 대응

하도록 하기 위해, 진성 a-Si 층의 두께가 처음에 그 바람직한 두께보다 더 두껍게 될 수 있다.
이오드가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와 비교하여 향상이 얻어진 단면도를 제공한다.

도 34의 (c)는 도 34의 (a)에 예시된 기본 토폴로지와 비교

하여 포토다이오드의 토폴로지적 균일성의 향상이 얻어진 상면도를 제공한다.
일성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비교하여 변하지 않은 채로 있다.

이것은 포토다

도 33의 (a)는 도 21에 예시된 기본 토폴로지의 경
포토다이오드의 상부 전극의 균

하부 전극의 균일성이 기본 토폴로지와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토폴로지적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이 방법의

다른 실시예는, 도 33의 (b) 및 도 34의 (b)에 예시된 바와 같이, 포토다이오드에 있는 진성 a-Si의 층을 부분
적으로 평탄화하는 것이다.
[0069]

이것은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다양한 공지된 기법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토폴로지적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 패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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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층과 같은 포토다이오드 구조물 아래에 있는 하나 이상의 물질층을 평탄화하는 것,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하부 전극의 가장자리부를 평활화하는 것,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을 배면 접점에 연결시키는 비아의 횡방향
치수를 좁게 하는 것, 및/또는 비아를 채우기 위해 하부 전극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을 증착하는 것, 그리고 포토
다이오드 내의 진성 a-Si를 평탄화하는 것을 포함함 - 이 본 발명의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결합하여 사
용될 수 있다.
[0070]

도 31, 도 32 및 도 34에 도시된 극적인 결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픽셀 회로 요소의 가장자리부
와 연관된 토폴로지적 불균일성을 제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평탄화 기법(이상에서 기술함)은 픽셀 회로 요소

또는 어레이 특징부 - 이상에서 기술하고 도 26 내지 도 30 및 도 33의 단면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TFT(TFT의
소스, 드레인 및 게이트를 포함함), 다이오드, 커패시터 및 저항기는 물론, 비아, 배선, 제어 라인, 주소 라인,
접지면, 전극 표면, 광 차단 표면, 바이어스 라인, 배면 접점 및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 등(이들 모두가 다
수의 금속, 패시베이션 또는 유전체층으로 제조됨) - 를 덮고 있는 층을 평탄화한다.
명은 박막 트랜지스터 요소에 대한 평탄화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

예를 들어, 모든 TFT 픽셀 회로 요소 또는 어레

이 특징부(제어 및 주소 라인을 포함하지만 이들로 제한되지 않음)와 연관된 불균일성의 효과조차도 이들 구조
물 - (예를 들어,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하부 패시베이션층 #1을 관통하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
결부를 포함함 - 위에 증착되는 차후의 층을 평탄화하는 것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도 17, 도 21 및 도 23에

서와 같이)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 또는 (도 20, 22 및 24에서와 같이)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유입되는 불균일성 효과조차도 이들 구조물 위에 증착되는 차후의 층을 평탄화하는 것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0071]

이상의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본 발명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본 발명을 다른 방식
으로 제한하지 않음)의 다양한 요소가 이하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0072]

제1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
션 층, 및 제1 전극, 감광층, 및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출기를 포함한다.

감광층은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
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
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

의 표면은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에 표면 만곡부(surface inflectio
n)를 가진다.
[0073]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표면 만곡부는,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평탄화층은 이어서 전

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에, 어레이 특징부 위에, TFT의 소스 또는 드레인에 연결되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 위에,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및/또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평탄화될 수 있다.
[0074]

평탄화층은 패시베이션층, 유전체층 또는 절연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방사선 센서는 광 검출기 아래에 배치된 주소 및 데이터 라인을 포함할 수 있고, 평
탄화층은 주소 및 데이터 라인 상에 그리고 주소 및 데이터 라인의 비아 상에 배치되어 있다.

게다가,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는 평탄화층을 관통하여 연장하고 제1 전극을 픽셀 회로에 연결시킬 수 있다.

감광층과 접촉하

고 있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의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
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및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0075]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감광층은 p-i-n 반도체 적층물, n-i-p 반도체 적층물, 또는 금속 절연체 반도체 적층
물 중 하나일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박막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배선, 비아, 제어 라인,

주소 라인 및 접지면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다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마이크로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중 하나일 수 있다.

픽셀 회로는 어드레싱 트랜지스터, 증폭

기 트랜지스터, 및 리셋 트랜지스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규소, 저온 비결

정성 규소, 및 마이크로결정 규소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픽셀 회로는 규소 반도체, 산화물 반도체, 칼코

겐화물 반도체, 카드뮴 셀렌화물 반도체, 유기 반도체, 유기 소분자 또는 중합체 반도체, 탄소 나노튜브, 또는
그래핀, 또는 기타 반도체 물질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076]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감광층은 1)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에 걸쳐 연장하는 연속적인 감광층, 또는 2) 복수
의 광 검출기 픽셀의 각자의 광 검출기 픽셀과 연관된 개별 감광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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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sI:Tl, Gd2O2S:Tb, CsI:Na, NaI:Tl, CaWO4, ZnWO4, CdWO4, Bi4Ge3O12, Lu1.8Yb0.2SiO5:Ce, Gd2SiO5:Ce,
2+

2+

2+

3+

3+

3+

3+

BaFCl:Eu , BaSO4:Eu , BaFBr:Eu , LaOBr:Tb , LaOBr:Tm , La2O2S:Tb , Y2O2S:Tb , YTaO4, YTaO4:Nb, ZnS:Ag,
2+

2+

3+

3+

2+

(Zn,Cd)S:Ag, ZnSiO4:Mn , CsI, LiI:Eu , PbWO4, Bi4Si3O12, Lu2SiO5:Ce , YAlO3:Ce , CsF, CaF2:Eu , BaF2,
3+

3+

CeF3, Y1.34Gd0.6O3:Eu , Pr, Gd2O2S:Pr , Ce, SCGl, HFG:Ce

3+

(5%) 및 C14H10 또는 기타 신틸레이터 물질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077]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방사선 센서는 픽셀 회로, 광 검출기, 및 신틸레이션 층을 지지하는 베이스 기판을
포함할 수 있고, 베이스 기판 상에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된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실

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은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에 대한 바이어스 평면을 형성할 수 있다.
픽셀 회로의 일부는 베이스 기판 상에서 인접한 광 검출기 픽셀들 사이의 간극 영역에 배치될 수 있다.

이 일

부는 박막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비아, 배선, 제어 라인, 주소 라인 및 접지면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제1 전극은 간극 영역 근방에서 종단하는 경사 단부(beveled end)

를 가질 수 있다.
[0078]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제1 전극과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사이의, 단위 광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암전류
2

2

2

2

가 10 pA/mm 미만, 또는 5 pA/mm 미만, 또는 1 pA/mm 미만, 또는 0.5 pA/mm 미만일 수 있다.

암전류의 레벨

은 이상에서 기술한 평탄화의 정도 및 표면 만곡부(들)의 곡률 반경에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표면 만곡부에 근접한 감광층 내의 영역들에서의 전기장이 한 쌍의 평행한 제1 및 제2 전극 사이
의 감광층에서의 전기장의 60 % 초과 300 % 미만일 수 있다.

전기장의 변동이 이상에서 기술한 평탄화의 정도

및 표면 만곡부(들)의 곡률 반경에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다.
[0079]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센서는 신틸레이션 층 상에 또는 신틸레이션 층 상의 캡슐화부(encapsulation) 상에
배치된 금속 플레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0080]

제2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
션 층, 및 제1 전극, 감광층, 및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출기를 포함한다.

감광층은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
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를 포함하고,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평탄화층은 픽셀 회로 요소의 특징

부의 주변 가장자리부를 따라 제1 표면 만곡부를 가지고, 제1 전극은 제1 표면 만곡부 위에 그리고 베이스 기판
의 반대쪽에 있는 평탄화층의 표면 상에 제2 표면 만곡부를 가지며, 제2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0081]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제2 표면 만곡부는,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 마이
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평탄화층은 이어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에, 어레이 특징부 위에, TFT

의 소스 또는 드레인에 연결되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 위에,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및/또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평탄화될 수 있다.

평탄화층은 패시베이션층, 유전체층 또는 절연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082]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방사선 센서는 광 검출기 아래에 배치된 주소 및 데이터 라인을 포함할 수 있고, 평
탄화층은 주소 및 데이터 라인 상에 그리고 주소 및 데이터 라인의 비아 상에 배치되어 있다.

게다가,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는 평탄화층을 관통하여 연장하고 제1 전극을 픽셀 회로에 연결시킬 수 있다.

감광층과 접촉하

고 있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의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
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0083]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감광층은 p-i-n 반도체 적층물, n-i-p 반도체 적층물, 또는 금속 절연체 반도체 적층
물 중 하나일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박막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배선, 비아, 제어 라인,

주소 라인 및 접지면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다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마이크로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중 하나일 수 있다.

픽셀 회로는 어드레싱 트랜지스터, 증폭

기 트랜지스터, 및 리셋 트랜지스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규소, 저온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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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규소, 및 마이크로결정 규소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픽셀 회로는 규소 반도체, 산화물 반도체, 칼코

겐화물 반도체, 카드뮴 셀렌화물 반도체, 유기 반도체, 유기 소분자 또는 중합체 반도체, 탄소 나노튜브, 또는
그래핀, 또는 기타 반도체 물질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084]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감광층은 1)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에 걸쳐 연장하는 연속적인 감광층, 또는 2) 복수
의 광 검출기 픽셀의 각자의 광 검출기 픽셀과 연관된 개별 감광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신틸레이션 층

은 CsI:Tl, Gd2O2S:Tb, CsI:Na, NaI:Tl, CaWO4, ZnWO4, CdWO4, Bi4Ge3O12, Lu1.8Yb0.2SiO5:Ce, Gd2SiO5:Ce,
2+

2+

2+

3+

3+

3+

3+

BaFCl:Eu , BaSO4:Eu , BaFBr:Eu , LaOBr:Tb , LaOBr:Tm , La2O2S:Tb , Y2O2S:Tb , YTaO4, YTaO4:Nb, ZnS:Ag,
2+

2+

3+

3+

2+

(Zn,Cd)S:Ag, ZnSiO4:Mn , CsI, LiI:Eu , PbWO4, Bi4Si3O12, Lu2SiO5:Ce , YAlO3:Ce , CsF, CaF2:Eu , BaF2,
3+

3+

CeF3, Y1.34Gd0.6O3:Eu , Pr, Gd2O2S:Pr , Ce, SCGl, HFG:Ce

3+

(5%) 및 C14H10 또는 기타 신틸레이터 물질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085]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방사선 센서는 픽셀 회로, 광 검출기, 및 신틸레이션 층을 지지하는 베이스 기판을
포함할 수 있다.
수 있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은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에 대한 바이어스 평면을

형성할 수 있다.
수 있다.

방사선 센서는 베이스 기판 상에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된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을 포함할
픽셀 회로의 일부는 베이스 기판 상에서 인접한 광 검출기 픽셀들 사이의 간극 영역에 배치될

이 일부는 박막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비아, 배선, 제어 라인, 주소 라인 및 접

지면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제1 전극은 간극 영역 근방에서 종단하는 경사 단

부(beveled end)를 가질 수 있다.

경사 가장자리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5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0086]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제1 전극과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사이의, 단위 광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암전류
2

2

2

2

가 10 pA/mm 미만, 또는 5 pA/mm 미만, 또는 1 pA/mm 미만, 또는 0.5 pA/mm 미만일 수 있다.
은 이상에서 기술한 평탄화의 정도 및 표면 만곡부(들)의 곡률 반경에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다.

암전류의 레벨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표면 만곡부에 근접한 감광층 내의 영역들에서의 전기장이 한 쌍의 평행한 제1 및 제2 전극 사이
의 감광층에서의 전기장의 60 % 초과 300 % 미만일 수 있다.

전기장의 변동이 이상에서 기술한 평탄화의 정도

및 표면 만곡부(들)의 곡률 반경에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다.
[0087]
[0088]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센서는 신틸레이션 층 상에 배치된 금속 플레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제3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
션 층, 및 제1 전극, 감광층, 및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출기를 포함한다.

감광층은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
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를 포함하고,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광 검출기는 제1 전극과 광자-투과

2

성 제2 전극 사이의, 단위 광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10 pA/mm 미만인 암전류를 가진다.
[0089]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평탄화층은 패시베이션층, 유전체층 또는 절연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이 실

시예의 일 양태에서, 픽셀 회로 위의 제1 전극의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0090]

2

2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단위 광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암전류는 5 pA/mm 미만, 또는 1 pA/mm 미만, 또
2

는 0.5 pA/mm 미만일 수 있다.

암전류의 레벨은 이상에서 기술한 평탄화의 정도 및 표면 만곡부(들)의 곡률

반경에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다.
[0091]

제4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
션 층, 및 제1 전극, 감광층, 및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출기를 포함한다.

감광층은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
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를 포함하고,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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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 동안에 포획되지 않는 이미징 신호(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냄)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전
하 포획 및 전하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획득된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20% 미만
인 광 검출기 픽셀당 전하 포획의 레벨을 가진다.
[0092]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평탄화층은 패시베이션층, 유전체층 또는 절연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이 실

시예의 일 양태에서, 픽셀 회로 위의 제1 전극의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0093]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 검출기 픽셀당 전하 포획의 레벨이,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5% 미만, 10% 미만, 또는 5% 미만일 수 있다.

[0094]

제5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
션 층, 및 제1 전극, 감광층, 및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출기를 포함한다.

감광층은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
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를 포함하고,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광 검출기는 전하 포획 및 전하 방

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서 획득된 일련의 프레임 이후에 방사선이 없는 상
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로부터 방출되는 이미징 신호(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
냄)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전하 포획 및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획득된 이미징 신호의 퍼센
트로 표현되는 광 검출기 픽셀당 전하 방출이 ~15% 미만이다.
[0095]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평탄화층은 패시베이션층, 유전체층 또는 절연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이 실

시예의 일 양태에서, 픽셀 회로 위의 제1 전극의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0096]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 검출기 픽셀당 전하 방출이,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0% 미만, 5% 미만, 또는 3% 미만일 수 있다.

[0097]

제6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
션 층, 및 제1 전극, 감광층, 및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출기를 포함한다.

감광층은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
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를 포함하고,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광 검출기는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

서 획득된 하나 또는 일련의 프레임 이후에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로부터
방출되는 이미징 신호(하나 이상의 이전 프레임에서 포획된 전하로부터 유래하는,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냄)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이전 프레임으로부터의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15% 미만의
광 검출기 픽셀당 래그(lag)를 갖는다.
[0098]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평탄화층은 패시베이션층, 유전체층 또는 절연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이 실

시예의 일 양태에서, 픽셀 회로 상부의 제1 전극의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0099]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 검출기 픽셀당 래그가,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0% 미만, 5% 미만, 또는 3% 미만일 수 있다.

[0100]

제7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
션 층, 및 제1 전극, 감광층, 및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출기를 포함한다.

감광층은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
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를 포함하고,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제1 전극은 픽셀 회로의 일부 위에

연장할 수 있고 횡방향 가장자리부(lateral edge), 종방향 가장자리부(longitudinal edge), 및 횡방향 가장자리
부와 종방향 가장자리부의 교차 부분에 있는 코너를 가질 수 있다.

횡방향 가장자리부 및 종방향 가장자리부

중 적어도 하나의 가장자리부는 경사 가장자리부(beveled edge)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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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코너는 횡방향 가장자리부를 종방향 가장자리부에 연결시키는 둥근 코너일 수 있다.
경사 가장자리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5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 마
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평탄화

층은 패시베이션층, 유전체층 또는 절연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102]

제8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
션 층, 및 제1 전극, 감광층, 및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출기 픽셀을 포함한다.
있다.

감광층은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

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를 포함하고,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패시베이션층을 포함한다.
요소 위에 제1 표면 만곡부를 가진다.

패시베이션층은 픽셀 회로

제2 전극은 제1 표면 만곡부 위에 제2 표면 만곡부를 가진다.

제2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0103]

제2 표면 만곡부는 1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5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
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패시베이션층은 평탄화된 패시베이션층일 수 있다.

감광층은

평탄화된 감광층일 수 있다.
[0104]

제9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이
션 층, 및 제1 전극, 감광층, 및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 검출기를 포함한다.

감광층은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
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를 포함하고,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

나의 전극의 표면은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픽셀 회로를 표시하는 어떤 표
면 특징부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0105]

상기 제1 내지 제9 실시예에서 그리고 이하에서 기술되는 실시예에서, 평탄화층은 이어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
적으로 픽셀 회로의 특징부의 일부 위에 평탄화될 수 있다.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평탄화층은 패시베이션층, 유전체층 또는 절연층

픽셀 회로 위의 제1 전극의 표면 만곡부는,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

화의 정도에 따라,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다.

금속 플레이트는 신틸레이션 층 상에 배치될 수 있

게다가, 상기 제1 내지 제9 실시예에서 그리고 이하에서 기술되는 실시예에서,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는

평탄화층을 관통하여 연장하고 제1 전극을 픽셀 회로에 연결시킬 수 있다.

감광층과 접촉하고 있는 전기적 비

아 상호연결부의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
로미터 초과, 및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0106]

상기 제1 내지 제9 실시예에서 그리고 이하에서 기술되는 실시예에서, 감광층은 p-i-n 반도체 적층물, n-i-p 반
도체 적층물, 또는 금속 절연체 반도체 적층물 중 하나일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박막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배선, 비아, 제어 라인, 주소 라인 및 접지면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비결

정성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다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마이크로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중 하나일 수 있
다.
있다.

픽셀 회로는 어드레싱 트랜지스터, 증폭기 트랜지스터, 및 리셋 트랜지스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규소, 저온 비결정성 규소, 및 마이크로결정 규소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픽

셀 회로는 규소 반도체, 산화물 반도체, 칼코겐화물 반도체, 카드뮴 셀렌화물 반도체, 유기 반도체, 유기 소분
자 또는 중합체 반도체, 탄소 나노튜브, 또는 그래핀, 또는 기타 반도체 물질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107]

상기 제1 내지 제9 실시예에서 그리고 이하에서 기술되는 실시예에서, 감광층은 1)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에 걸
쳐 연장하는 연속적인 감광층, 또는 2)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의 각자의 광 검출기 픽셀과 연관된 개별 감광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Bi4Ge3O12,

Lu1.8Yb0.2SiO5:Ce,

3+

신틸레이션 층은 CsI:Tl, Gd2O2S:Tb, CsI:Na, NaI:Tl, CaWO4, ZnWO4, CdWO4,
Gd2SiO5:Ce,

2+

BaFCl:Eu ,

2+

BaSO4:Eu ,

3+

2+

BaFBr:Eu ,

3+

LaOBr:Tb ,

2+

3+

LaOBr:Tm ,

2+

La2O2S:Tb , Y2O2S:Tb , YTaO4, YTaO4:Nb, ZnS:Ag, (Zn,Cd)S:Ag, ZnSiO4:Mn , CsI, LiI:Eu , PbWO4, Bi4Si3O12,
3+

3+

2+

3+

3+

Lu2SiO5:Ce , YAlO3:Ce , CsF, CaF2:Eu , BaF2, CeF3, Y1.34Gd0.6O3:Eu , Pr, Gd2O2S:Pr , Ce, SCGl, HFG: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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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및 C14H10 또는 기타 신틸레이터 물질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108]

상기 제1 내지 제9 실시예에서 그리고 이하에서 기술되는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픽셀 회로, 광 검출기, 및
신틸레이션 층을 지지하는 베이스 기판을 포함할 수 있다.
배열된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을 포함할 수 있다.

방사선 센서는 베이스 기판 상에 규칙적인 패턴으로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은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에 대한 바이어스 평면을 형성할 수 있다.
검출기 픽셀들 사이의 간극 영역에 배치될 수 있다.

픽셀 회로의 일부는 베이스 기판 상에서 인접한 광

이 일부는 박막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비아, 배선, 제어 라인, 주소 라인 및 접지면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경사 단부를 가질 수 있다.
[0109]

제1 전극은 간극 영역 근방에서 종단

이들 특징부의 바람직한 조합의 일례가 이하에 제공된다.

상기 제1 내지 제9 실시예에서 그리고 이하에서 기술되는 실시예에서, 금속 플레이트는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 상에 배치될 수 있거나,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 상의 캡슐화층 상에 배치될 수 있다.
게다가, 평탄화층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어레이 특징부 위에, TFT의 소스 또는 드레인에 연결되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 위에,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또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평탄화될 수
있다.

[0110]

제10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를 포함한다.
도록 구성되어 있다.

광전도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
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은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에 표면
만곡부를 가진다.
[0111]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평탄화층은 패시베이션층, 유전체층 또는 절연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이 실

시예의 일 양태에서, 픽셀 회로 위의 제1 전극의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기적 비아 상호연결부는 평탄화층을 관통하여 연장하고 제1 전극을 픽셀 회로에 연결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전
감광층과

접촉하고 있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의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
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및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0112]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픽셀 회로는 박막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배선, 비아, 제어 라인,
주소 라인 및 접지면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다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마이크로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중 하나일 수 있다.

픽셀 회로는 어드레싱 트랜지스터, 증폭

기 트랜지스터, 및 리셋 트랜지스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규소, 저온 비결

정성 규소, 및 마이크로결정 규소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픽셀 회로는 규소 반도체, 산화물 반도체, 칼코

겐화물 반도체, 카드뮴 셀렌화물 반도체, 유기 반도체, 유기 소분자 또는 중합체 반도체, 탄소 나노튜브, 또는
그래핀, 또는 기타 반도체 물질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113]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금속 플레이트는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 상에 배치될 수 있거나, 이온화 방
사선 투과성 제2 전극 상의 캡슐화층 상에 배치될 수 있다.

게다가, 평탄화층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어레이 특

징부 위에, TFT의 소스 또는 드레인에 연결되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 위에,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또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평탄화될 수 있다.
[0114]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전도성층은 1)

복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에 걸쳐 연장하는 연속적인

광전도성층, 또는 2) 복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의 각자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과 연관된 개별 광전도성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방사선 센서는 픽셀 회로 및 광전도성층을 지지하는 베이스 기판을 포함할 수

있다.

방사선 센서는 베이스 기판 상에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된 복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은 복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에 대한 바이

어스 평면을 형성할 수 있다.

픽셀 회로의 일부는 베이스 기판 상에서 인접한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들 사이의

간극 영역에 배치될 수 있다.

이 일부는 박막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비아, 배선, 제어 라

인, 주소 라인 및 접지면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전극은 간극 영역 근방에서 종단하는 경사 단부를 가

질 수 있다.
[0115]

그에 따라, 제10 예시된 실시예는 상기 제1 예시된 실시예와 유사한 특징부를 포함하지만, 제1 예시된 실시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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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신틸레이터 층 및 감광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제10 예시된 실시예에서, 광전도성층은 x-선

또는 기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한다.

광전도성층은 VB-VIB족 VB-VIIB족,

IIB-VIB족, IIB-VB족, IIIB-VB족, IIIB-VIB족, IB-VIB족, 및 IVB-VIIB족 반도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a-Se, PbI2, HgI2, PbO, CdZnTe, CdTe, Bi2S3, Bi2Se3, BiI3, BiBr3, CdS, CdSe, HgS,
Cd2P3, InAs, InP, In2S3, In2Se3, Ag2S, PbI4
[0116]

-2

및 Pb2I7

-3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제1 실시예와 관련하여 전술한 특징부가 제10 예시된 실시예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동일한 일반

화가 이하의 나머지 실시예와 관련하여 적용되고, 명확함을 위해 이하에서 선택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게다가,

이상에서 기술한 곡률 반경, 암전류, 전하 포획의 레벨, 전하 방출, 및 래그의 값 및 범위가 여기에서 적절히
적용된다.
[0117]

이러한 파라미터의 바람직한 조합의 예들이 이하에 제공된다.

제11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를 포함한다.
도록 구성되어 있다.

광전도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
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회로 요소의 특징부의 주변 가장자리부를 따라 제1 표면 만곡부를 가진다.

평탄화층은 픽셀

제1 전극은 제1 표면 만곡부 위에

그리고 베이스 기판의 반대쪽에 있는 평탄화층의 표면 상에 제2 표면 만곡부를 가진다.

제2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0118]

제12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를 포함한다.
도록 구성되어 있다.

광전도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
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광전도체 검출기는

2

제1 전극과 제2 전극 사이의, 단위 광전도체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10 pA/mm 미만의 암전류를 가진다.
[0119]

2

2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단위 광전도체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암전류는 5 pA/mm 미만, 또는 1 pA/mm 미
2

만, 또는 0.5 pA/mm 미만일 수 있다.

암전류의 레벨은 이상에서 기술한 평탄화의 정도 및 표면 만곡부(들)의

곡률 반경에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다.
[0120]

제13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를 포함한다.
도록 구성되어 있다.

광전도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
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광전도체 검출기는

하나의 방사선 사진 프레임 동안에 포획되지 않는 이미징 신호(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냄)
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전하 포획 및 전하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획득된 이미징 신호의 퍼
센트로 표현되는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당 전하 포획의 레벨이 ~20% 미만이다.
[0121]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당 전하 포획의 레벨은,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
화의 정도에 따라, 15% 미만, 10% 미만, 또는 5% 미만일 수 있다.

[0122]

제14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를 포함한다.
도록 구성되어 있다.

광전도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
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광전도체 검출기는

전하 포획 및 전하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서 획득된 일련의 프레임 이후
에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로부터 방출되는 이미징 신호(광전도성층에서 발
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냄)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전하 포획 및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획
득된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당 전하 방출이 ~15%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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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당 전하 방출은,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
도에 따라, 10% 미만, 5% 미만, 또는 3% 미만일 수 있다.

[0124]

제15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를 포함한다.
도록 구성되어 있다.

광전도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
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광전도체 검출기는

하나 이상의 이전 프레임에서 포획된 전하로부터 유래하고 또한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서 획득된 하나 또는 일련
의 프레임 이후에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로부터 방출되는 이미징 신호(하나
이상의 이전 프레임에서 포획된 전하로부터 유래하는, 광전도성층에서 발새오딘 전자-정공 쌍을 나타냄)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이전 프레임으로부터의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당 래그가 ~15%
미만이다.
[0125]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당 래그는,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0% 미만, 5% 미만, 또는 3% 미만일 수 있다.

[0126]

제16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를 포함한다.
도록 구성되어 있다.

광전도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
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제1 전극은 픽셀

회로 위에 연장하고 횡방향 가장자리부, 종방향 가장자리부, 및 횡방향 가장자리부와 종방향 가장자리부의 교차
부분에 있는 코너를 가진다.

횡방향 가장자리부 및 종방향 가장자리부 중 적어도 하나의 가장자리부는 경사 가

장자리부를 포함한다.
[0127]

제17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를 포함한다.
도록 구성되어 있다.

광전도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
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패시베이션층을 포함한다.
은 픽셀 회로 요소 위에 제1 표면 만곡부를 가진다.
다.
[0128]

패시베이션층

제2 전극은 제1 표면 만곡부 위에 제2 표면 만곡부를 가진

제2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제2 표면 만곡부는 1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5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
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패시베이션층은 평탄화된 패시베이션층일 수 있다.

감광층은

평탄화된 광전도성층일 수 있다.
[0129]

제18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광전도체 검출기를 포함한다.
도록 구성되어 있다.

광전도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 및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
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은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픽셀 회로를
표시하는 어떤 표면 특징부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0130]

제19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은 베이스 기판 상에 픽셀 회로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
픽셀 회로 요소 상에 평탄화층을 형성하는 단계, 픽셀 회로 요소에의 연결부를 노출시키기 위해 평탄화층에 구
멍을 형성하는 단계, 패턴화된 구멍을 금속화하는 단계, 금속화된 구멍에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제1 전극을 형성
하는 단계, 및 제1 전극 상에 광 또는 이온화 방사선에 민감한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평탄화층을 형

성하는 단계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의 표면 만곡부를, 픽셀 회
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제1 전극의 표면 상에, 제공한다.
[0131]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감광층 및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은 제1 전극 상에 형성되고, 패시베이션층은 광자-투
과성 제2 전극 상에 형성되며, 신틸레이션 층은 이 패시베이션층 상에 형성되고, 신틸레이션 층은 이온화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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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 감광층은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형성

하기 전에 평탄화될 수 있거나, 평탄화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0132]

이 실시예의 다른 양태에서, 광전도성층은 제1 전극 상에 형성되고(광전도성층은 x-선 또는 기타 이온화 방사선
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됨),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은 광전도성층 상에 형
성된다.

[0133]

이들 2가지 양태에서, 제2 전극은 신틸레이션층 상의 패시베이션층 상에 또는 광전도성층 상의 캡슐화층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이들 2가지 양태에서, 금속 플레이트는 신틸레이션층 상에, 또는 신틸레이션 층 상의 캡슐화

부 상에, 또는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 상의 캡슐화층 상에 배치될 수 있다.
[0134]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평탄화층은,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 마이크로미
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갖도록 형성
될 수 있다.

평탄화층은 증착된 패시베이션층의 화학 기계적 연마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평탄화층은 패시베이션층을 스핀 코팅한 다음에 그 패시베이션층을 화학 기계적 연마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평탄화층은 스핀 코팅을 사용하여 하나의(또는 제1) 패시베이션층 상부에 다른 패시베이션층
을 증착한 다음에 다른(또는 제2) 패시베이션층을 화학 기계적 연마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평탄화층은 적어

도 부분적으로 어레이 특징부 위에, TFT의 소스 또는 드레인에 연결되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 위에, 1-스테
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또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평탄화될 수 있다.
[0135]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방사선 센서의 인접한 픽셀들 사이의 간극 영역의 근방에 있는 제1 전극의 단부가 경
사져 있을 수 있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금속화된 구멍은,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갖도록 테이퍼링되어 있을 수 있다.
[0136]

이 제19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픽셀 회로 요소 및 감광층에 대해 제1 예시된 실시예의 양태들에 열거된 특징부
가 베이스 기판 상에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틸레이션 층을 형성할 때, CsI:Tl, Gd2O2S:Tb, CsI:Na,
2+

2+

2+

NaI:Tl, CaWO4, ZnWO4, CdWO4, Bi4Ge3O12, Lu1.8Yb0.2SiO5:Ce, Gd2SiO5:Ce, BaFCl:Eu , BaSO4:Eu , BaFBr:Eu ,
3+

3+

3+

3+

2+

LaOBr:Tb , LaOBr:Tm , La2O2S:Tb , Y2O2S:Tb , YTaO4, YTaO4:Nb, ZnS:Ag, (Zn,Cd)S:Ag, ZnSiO4:Mn , CsI,
2+

3+

3+

2+

3+

LiI:Eu , PbWO4, Bi4Si3O12, Lu2SiO5:Ce , YAlO3:Ce , CsF, CaF2:Eu , BaF2, CeF3, Y1.34Gd0.6O3:Eu , Pr,
3+

Gd2O2S:Pr , Ce, SCGl, HFG:Ce

3+

(5%) 및 C14H10 중 적어도 하나는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상에 형성될 수 있다.

패시베이션층은 신틸레이션 층을 제공하기 전에 제2 전극 상에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광층을 형성할

때, 1)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에 걸쳐 연장하는 연속적인 감광층, 또는 2)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 중 하나의 광
검출기 픽셀과 연관된 개별 감광층 중 적어도 하나가 형성된다.
[0137]

예를 들어, 광전도성층을 형성할 때, VB-VIB족 VB-VIIB족, IIB-VIB족, IIB-VB족, IIIB-VB족, IIIB-VIB족, IBVIB족, 및 IVB-VIIB족 반도체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a-Se, PbI2, HgI2, PbO, CdZnTe, CdTe,
Bi2S3, Bi2Se3, BiI3, BiBr3, CdS, CdSe, HgS, Cd2P3, InAs, InP, In2S3, In2Se3, Ag2S, PbI4
하나가 제1 전극 상에 형성될 수 있다.

-2

및 Pb2I7

-3

중 적어도

예를 들어, 광전도성층을 형성할 때, 1) 복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

에 걸쳐 연장하는 연속적인 광전도성층, 또는 2) 복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 중 하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
과 연관된 개별 광전도성층 중 적어도 하나가 형성된다.
[0138]

예를 들어, 픽셀 회로 요소를 형성할 때, 비결정성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마이크로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
는 다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중 적어도 하나는 베이스 기판 상에 형성될 수 있다.

픽셀 회로 요소를 형성할

때, 어드레싱 트랜지스터, 증폭기 트랜지스터, 및 리셋 트랜지스터 중 적어도 하나는 베이스 기판 상에 형성될
수 있다.

픽셀 회로 요소를 형성할 때, 규소 반도체, 산화물 반도체, 칼코겐화물 반도체, 카드뮴 셀렌화물 반

도체, 유기 반도체, 유기 소분자 또는 중합체 반도체, 탄소 나노튜브, 또는 그래핀 중 적어도 하나기 베이스 기
판 상에 형성될 수 있다.

픽셀 회로 요소를 형성할 때, 박막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배선,

비아, 제어 라인, 주소 라인, 및 접지면 중 적어도 하나가 베이스 기판 상에 형성될 수 있다.
[0139]

게다가, 제19 예시된 실시예에서, 제2 전극은 광 또는 이온화 방사선에 민감한 층 상에 형성될 수 있다.

금속

플레이트는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상에 형성될 수 있거나, 신틸레이션 층 상의 캡슐화부 상에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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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 예시된 실시예에서, 금속 플레이트는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 상에 형성될 수 있거나, 이온화 방사
선 투과성 제2 전극 상의 캡슐화층 상에 형성될 수 있다.
[0140]

제20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은 베이스 기판 상에 픽셀 회로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
픽셀 회로 위에 제1 전극 및 감광층을 형성하는 단계, 감광층을 평탄화하는 단계, 평탄화된 감광층 상에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상에 신틸레이션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은,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의 표면 만곡부를 가진다.

[0141]

제21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은 베이스 기판 상에 픽셀 회로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
픽셀 회로 위에 제1 전극 및 광전도성층을 형성하는 단계, 광전도성층을 평탄화하는 단계, 및 평탄화된 광전도
성층 상에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은, 예

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
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
의 표면 만곡부를 가진다.
[0142]

제22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은 베이스 기판 상에 픽셀 회로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
픽셀 회로 요소 위에 평탄화층을 형성하는 단계, 픽셀 회로 요소에의 연결부를 노출시키기 위해 평탄화층에 구
멍을 형성하는 단계, 패턴화된 구멍을 금속화하는 단계, 금속화된 구멍에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제1 전극을 형성
하는 단계, 및 제1 전극 상에 광 또는 이온화 방사선에 민감한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평탄화층을 형

성하는 단계는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아래에 있는 픽셀 회로를 표시하는 어떤 표면 특징부
도 드러내지 않는 제1 전극의 표면을 제공한다.
[0143]

제23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은 베이스 기판 상에 픽셀 회로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
픽셀 회로 상부에 제1 전극 및 감광층을 형성하는 단계, 감광층을 평탄화하는 단계, 평탄화된 감광층 상에 광자
-투과성 제2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상에 신틸레이션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감광층을 평탄화하는 단계는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아래에 있는 픽셀 회로를 표시하는 어떤
표면 특징부도 드러내지 않는 제2 전극의 표면을 제공한다.

[0144]

제24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신틸레
이션 층, 및 제1 전극, 감광층, 및 신틸레이션 층에 근접하여 배치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포함하
는 광 검출기를 포함한다.
다.

감광층은 광자들의 일부와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를 포함하고, 픽셀 회로는 산화물 반도체를 포함한다.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은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에 표면 만곡부를 가진다.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

을 가진다.
[0145]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산화물 반도체는 아연-함유 산화물, SnO2, TiO2, Ga2O3, InGaO, In2O3, 및 InSnO 중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아연-함유 산화물은 ZnO, InGaZnO, InZnO, ZnSnO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산화물 반도체는 비결정성 반도체 또는 다결정 반도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0146]

제24 실시예는 따라서 범위가 제1 실시예와 유사하고, 이상에서 기술한 제1 실시예의 양태를 포함하며, 바람직
한 조합의 일례에 대해 이어서 기술한다.

[0147]

표면 만곡부는,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추가의 양태에서,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은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픽셀 회로를 표시하는 어떤 표면 특징부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0148]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주소 및 데이터 라인이 광 검출기 아래에 배치되어 있고, 평탄화층은 주소 및 데이터
라인 상에 그리고 주소 및 데이터 라인의 비아 상에 배치되어 있다.

평탄화층은 이어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

적으로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에, 어레이 특징부 위에, TFT의 소스 또는 드레인에 연결되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
결부 위에,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및/또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평탄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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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149]

평탄화층은 패시베이션층, 유전체층 또는 절연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방사선 센서는 광 검출기 아래에 배치된 주소 및 데이터 라인을 포함할 수 있고, 평
탄화층은 주소 및 데이터 라인 상에 그리고 주소 및 데이터 라인의 비아 상에 배치되어 있다.

게다가,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는 평탄화층을 관통하여 연장하고 제1 전극을 픽셀 회로에 연결시킬 수 있다.

감광층과 접촉하

고 있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의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
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및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0150]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감광층은 p-i-n 반도체 적층물, n-i-p 반도체 적층물, 또는 금속 절연체 반도체 적층
물 중 하나일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박막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배선, 비아, 제어 라인,

주소 라인 및 접지면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다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마이크로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중 하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어드레싱 트

랜지스터, 증폭기 트랜지스터, 및 리셋 트랜지스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규소, 저온 비결정성 규소, 및 마이크로결정 규소 중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진 요소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규소 반도체, 칼코겐화물 반도체, 카드뮴 셀렌화물 반도체, 유기 반도체, 유기 소분자 또는 중합체
반도체, 탄소 나노튜브, 또는 그래핀, 또는 기타 반도체 물질 중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진 요소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0151]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감광층은 1)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에 걸쳐 연장하는 연속적인 감광층, 또는 2) 복수
의 광 검출기 픽셀의 각자의 광 검출기 픽셀과 연관된 개별 감광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신틸레이션 층

은 CsI:Tl, Gd2O2S:Tb, CsI:Na, NaI:Tl, CaWO4, ZnWO4, CdWO4, Bi4Ge3O12, Lu1.8Yb0.2SiO5:Ce, Gd2SiO5:Ce,
2+

2+

2+

3+

3+

3+

3+

BaFCl:Eu , BaSO4:Eu , BaFBr:Eu , LaOBr:Tb , LaOBr:Tm , La2O2S:Tb , Y2O2S:Tb , YTaO4, YTaO4:Nb, ZnS:Ag,
2+

2+

3+

3+

2+

(Zn,Cd)S:Ag, ZnSiO4:Mn , CsI, LiI:Eu , PbWO4, Bi4Si3O12, Lu2SiO5:Ce , YAlO3:Ce , CsF, CaF2:Eu , BaF2,
3+

3+

CeF3, Y1.34Gd0.6O3:Eu , Pr, Gd2O2S:Pr , Ce, SCGl, HFG:Ce

3+

(5%) 및 C14H10 또는 기타 신틸레이터 물질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152]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방사선 센서는 픽셀 회로, 광 검출기, 및 신틸레이션 층을 지지하는 베이스 기판을
포함할 수 있고, 베이스 기판 상에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된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실

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은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에 대한 바이어스 평면을 형성할 수 있다.
픽셀 회로의 일부는 베이스 기판 상에서 인접한 광 검출기 픽셀들 사이의 간극 영역에 배치될 수 있다.

이 일

부는 박막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비아, 배선, 제어 라인, 주소 라인 및 접지면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제1 전극은 간극 영역 근방에서 종단하는 경사 단부(beveled end)

를 가질 수 있다.
[0153]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제1 전극과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사이의, 단위 광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암전류
2

2

2

2

가 10 pA/mm 미만, 또는 5 pA/mm 미만, 또는 1 pA/mm 미만, 또는 0.5 pA/mm 미만일 수 있다.
은 이상에서 기술한 평탄화의 정도 및 표면 만곡부(들)의 곡률 반경에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다.

암전류의 레벨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표면 만곡부에 근접한 감광층 내의 영역들에서의 전기장이 한 쌍의 평행한 제1 및 제2 전극 사이
의 감광층에서의 전기장의 60 % 초과 300 % 미만일 수 있다.

전기장의 변동이 이상에서 기술한 평탄화의 정도

및 표면 만곡부(들)의 곡률 반경에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다.
[0154]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센서는 신틸레이션 층 상에 배치된 금속 플레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0155]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하나의 방사선 사진 프레임 동안에 포획되지 않는 상기 이미징 신호의 양에 의해 정
량화되고 전하 포획 및 전하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획득된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광 검출기 픽셀당 전하 포획의 레벨은,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20% 미만, 15%
미만, 10% 미만, 또는 5% 미만일 수 있다.

[0156]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전하 포획 및 전하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서
획득된 일련의 프레임 이후에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로부터 방출되는 상기
이미징 신호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전하 포획 및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획득된 이미징 신호
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광 검출기 픽셀당 전하 방출은,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5% 미만, 10% 미만, 5% 미만, 또는 3% 미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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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7]

광 검출기는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서 획득된 하나 또는 일련의 프레임 이후에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로부터 방출되는 이미징 신호(하나 이상의 이전 프레임에서 포획된 전하로부터 유래
하는, 감광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을 나타냄)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이전 프레임으로부터의 이미징 신호
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광 검출기 픽셀당 래그가 ~15% 미만이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 검출기 픽셀당

래그는,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0% 미만, 5% 미만, 또는 3% 미만일 수 있다.
[0158]

제25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 광전도성층, 및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을 순서대로
가지는 광전도체 검출기를 포함한다.
록 구성되어 있다.

광전도성층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전도성층에서 발생된 전자-정공 쌍

을 나타내는 이미징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픽셀 회로를 포함하고, 픽셀 회로는 산화물 반도체를 포함한다.
방사선 센서는 제1 전극이 픽셀 회로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픽셀 회로 상에서 제1 전극과 픽셀 회로 사
이에 배치되어 있는 평탄화층을 포함한다.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은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에 표면 만곡부를 가진다.
[0159]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산화물 반도체는 아연-함유 산화물, SnO2, TiO2, Ga2O3, InGaO, In2O3, 및 InSnO 중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아연-함유 산화물은 ZnO, InGaZnO, InZnO, ZnSnO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산화물 반도체는 비결정성 반도체 또는 다결정 반도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0160]

제25 실시예는 따라서 범위가 제10 실시예와 유사하고, 이상에서 기술한 제10 실시예의 양태를 포함하며, 바람
직한 조합의 일례에 대해 이어서 기술한다.

[0161]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평탄화층은 패시베이션층, 유전체층 또는 절연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이 실

시예의 일 양태에서, 픽셀 회로 위의 제1 전극 또는 제2 전극의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
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진
다.

추가의 양태에서,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전극의 표면은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픽셀 회로를 표시하는 어떤 표면 특징부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0162]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주소 및 데이터 라인은 광전도체 검출기 아래에 배치되어 있고, 평탄화층은 주소 및
데이터 라인 상에 그리고 주소 및 데이터 라인의 비아 상에 배치되어 있다.

게다가,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는

평탄화층을 관통하여 연장하고 제1 전극을 픽셀 회로에 연결시킬 수 있다.

감광층과 접촉하고 있는 전기적 비

아 상호연결부의 표면 만곡부는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
로미터 초과, 및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0163]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픽셀 회로는 박막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배선, 비아, 제어 라인,
주소 라인 및 접지면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다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마이크로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중 하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어드레싱 트

랜지스터, 증폭기 트랜지스터, 및 리셋 트랜지스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규소, 저온 비결정성 규소, 및 마이크로결정 규소 중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진 요소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규소 반도체, 칼코겐화물 반도체, 카드뮴 셀렌화물 반도체, 유기 반도체, 유기 소분자 또는 중합체
반도체, 탄소 나노튜브, 또는 그래핀, 또는 기타 반도체 물질 중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진 요소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0164]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금속 플레이트는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 상에 배치될 수 있거나, 이온화 방
사선 투과성 제2 전극 상의 캡슐화층 상에 배치될 수 있다.

게다가, 평탄화층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어레이 특

징부 위에, TFT의 소스 또는 드레인에 연결되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 위에,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또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평탄화될 수 있다.
[0165]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전도성층은 1)

복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에 걸쳐 연장하는 연속적인

광전도성층, 또는 2) 복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의 각자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과 연관된 개별 광전도성층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방사선 센서는 픽셀 회로 및 광전도성층을 지지하는 베이스 기판을 포함할 수

있다.

방사선 센서는 베이스 기판 상에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된 복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은 복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에 대한 바이

어스 평면을 형성할 수 있다.

픽셀 회로의 일부는 베이스 기판 상에서 인접한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들 사이의

간극 영역에 배치될 수 있다.

이 일부는 박막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비아, 배선, 제어 라

인, 주소 라인 및 접지면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전극은 간극 영역 근방에서 종단하는 경사 단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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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
[0166]

그에 따라, 제25 예시된 실시예에서, 광전도성층은 x-선 또는 기타 이온화 방사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한다.

광전도성층은 VB-VIB족 VB-VIIB족, IIB-VIB족, IIB-VB족, IIIB-VB족, IIIB-VIB족, IB-VIB족,

및 IVB-VIIB족 반도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a-Se, PbI2, HgI2, PbO, CdZnTe,
CdTe, Bi2S3, Bi2Se3, BiI3, BiBr3, CdS, CdSe, HgS, Cd2P3, InAs, InP, In2S3, In2Se3, Ag2S, PbI4

-2

및 Pb2I7

-3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0167]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제1 전극과 제2 전극 사이의, 단위 광전도체 검출기 면적으로 정규화된 암전류가 10
2

2

2

2

pA/mm 미만, 또는 5 pA/mm 미만, 또는 1 pA/mm 미만, 또는 0.5 pA/mm 미만일 수 있다.

암전류의 레벨은 이

상에서 기술한 평탄화의 정도 및 표면 만곡부(들)의 곡률 반경에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다.
[0168]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하나의 방사선 사진 프레임 동안에 포획되지 않는 상기 이미징 신호의 양에 의해 정
량화되고 전하 포획 및 전하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획득된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당 전하 포획의 레벨은,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20%
미만, 15% 미만, 10% 미만, 또는 5% 미만일 수 있다.

[0169]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전하 포획 및 전하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서
획득된 일련의 프레임 이후에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로부터 방출되는 상기
이미징 신호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전하 포획 및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 하에서 획득된 이미징 신호
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당 전하 방출은,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5% 미만, 10% 미만, 5% 미만, 또는 3% 미만일 수 있다.

[0170]

광전도체 검출기는 하나 이상의 이전 프레임에서 포획된 전하로부터 유래하고 또한 방사선이 있는 상태에서 획
득된 하나 또는 일련의 프레임 이후에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제1 프레임 동안 포획 상태로부터 방출되
는 상기 이미징 신호의 양에 의해 정량화되고 상기 이전 프레임으로부터의 상기 이미징 신호의 퍼센트로 표현되
는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당 래그가 ~15% 미만이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당 래그는,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0% 미만, 5% 미만, 또는 3% 미만일 수 있다.
[0171]

제26 예시된 실시예에서, 방사선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은 베이스 기판 상에 픽셀 회로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 픽셀 회로는 산화물 반도체를 포함함 -, 픽셀 회로 요소 상에 평탄화층을 형성하는 단계, 픽셀 회로 요소에의
연결부를 노출시키기 위해 평탄화층에 구멍을 형성하는 단계, 패턴화된 구멍을 금속화하는 단계, 금속화된 구멍
에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제1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제1 전극 상에 광 또는 이온화 방사선에 민감한 층을 형
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평탄화층은 픽셀 회로의 특징부 위의 표면 만곡부를, 픽셀 회로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제1 전극의 표면 상에 제공한다.

표면 만곡부는,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
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가질 수 있다.
[0172]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산화물 반도체는 아연-함유 산화물, SnO2, TiO2, Ga2O3, InGaO, In2O3, 및 InSnO 중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아연-함유 산화물은 ZnO, InGaZnO, InZnO, ZnSnO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산화물 반도체는 비결정성 반도체 또는 다결정 반도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0173]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감광층 및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은 제1 전극 상에 형성되고, 패시베이션층은 광자-투
과성 제2 전극 상에 형성되며, 신틸레이션 층은 이 패시베이션층 상에 형성되고, 신틸레이션 층은 이온화 방사
선과 상호작용할 시에 광자들을 방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 감광층은 광자-투과성 제2 전극을 형성

하기 전에 평탄화될 수 있거나, 평탄화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0174]

이 실시예의 다른 양태에서, 광전도성층은 제1 전극 상에 형성되고(광전도성층은 x-선 또는 기타 이온화 방사선
과 상호작용할 시에 전자-정공 쌍을 발생하도록 구성됨),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은 광전도성층 상에 형
성된다.

[0175]

이들 2가지 양태에서, 제2 전극은 신틸레이션층 상의 패시베이션층 상에 또는 광전도성층 상의 캡슐화층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이들 2가지 양태에서, 금속 플레이트는 신틸레이션층 상에, 또는 신틸레이션 층 상의 캡슐화

부 상에, 또는 이온화 방사선 투과성 제2 전극 상의 캡슐화층 상에 배치될 수 있다.
[0176]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평탄화층은,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2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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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
있다.

평탄화층은 증착된 패시베이션층의 화학 기계적 연마에 의해 형성될 수

다른 대안으로서, 평탄화층은 패시베이션층을 스핀 코팅한 다음에 그 패시베이션층을 화학 기계적 연마

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평탄화층은 스핀 코팅을 사용하여 하나의(또는 제1) 패시베이션층

상부에 다른 패시베이션층을 증착한 다음에 다른(또는 제2) 패시베이션층을 화학 기계적 연마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평탄화층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어레이 특징부 위에, TFT의 소스 또는 드레인에 연결되는 전기적 비아

상호연결부 위에,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또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요소 위에 평탄화될 수
있다.
[0177]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방사선 센서의 인접한 픽셀들 사이의 간극 영역의 근방에 있는 제1 전극의 단부가 경
사져 있을 수 있다.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금속화된 구멍은, 예를 들어, 원하는 또는 달성되는 평탄화의

정도에 따라, 1/2 마이크로미터 초과, 1 마이크로미터 초과, 5 마이크로미터 초과, 10 마이크로미터 초과, 또는
100 마이크로미터 초과의 곡률 반경을 갖도록 테이퍼링되어 있을 수 있다.
[0178]

이 실시예의 일 양태에서, 픽셀 회로 요소 및 감광층에 대해 제1 예시된 실시예의 양태들에 열거된 특징부가 베
이스 기판 상에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틸레이션 층을 형성할 때, CsI:Tl, Gd2O2S:Tb, CsI:Na, NaI:Tl,
2+

2+

2+

3+

CaWO4, ZnWO4, CdWO4, Bi4Ge3O12, Lu1.8Yb0.2SiO5:Ce, Gd2SiO5:Ce, BaFCl:Eu , BaSO4:Eu , BaFBr:Eu , LaOBr:Tb ,
3+

3+

3+

2+

2+

LaOBr:Tm , La2O2S:Tb , Y2O2S:Tb , YTaO4, YTaO4:Nb, ZnS:Ag, (Zn,Cd)S:Ag, ZnSiO4:Mn , CsI, LiI:Eu , PbWO4,
3+

3+

2+

3+

3+

Bi4Si3O12, Lu2SiO5:Ce , YAlO3:Ce , CsF, CaF2:Eu , BaF2, CeF3, Y1.34Gd0.6O3:Eu , Pr, Gd2O2S:Pr , Ce, SCGl,
HFG:Ce

3+

(5%) 및 C14H10 중 적어도 하나가 광자-투과성 제2 전극 상에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광층을 형

성할 때, 1)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에 걸쳐 연장하는 연속적인 감광층, 또는 2) 복수의 광 검출기 픽셀 중 하나
의 광 검출기 픽셀과 연관된 개별 감광층 중 적어도 하나가 형성된다.
[0179]

예를 들어, 광전도성층을 형성할 때, VB-VIB족 VB-VIIB족, IIB-VIB족, IIB-VB족, IIIB-VB족, IIIB-VIB족, IBVIB족, 및 IVB-VIIB족 반도체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a-Se, PbI2, HgI2, PbO, CdZnTe, CdTe,
Bi2S3, Bi2Se3, BiI3, BiBr3, CdS, CdSe, HgS, Cd2P3, InAs, InP, In2S3, In2Se3, Ag2S, PbI4
하나가 제1 전극 상에 형성될 수 있다.

-2

및 Pb2I7

-3

중 적어도

예를 들어, 광전도성층을 형성할 때, 1) 복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

에 걸쳐 연장하는 연속적인 광전도성층, 또는 2) 복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 중 하나의 광전도체 검출기 픽셀
과 연관된 개별 광전도성층 중 적어도 하나가 형성된다.
[0180]

게다가, 베이스 기판 상에 픽셀 회로 요소를 형성할 때, 픽셀 회로는 비결정성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다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마이크로결정 반도체 트랜지스터 중 하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어드

레싱 트랜지스터, 증폭기 트랜지스터, 및 리셋 트랜지스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비

결정성 규소, 저온 비결정성 규소, 및 마이크로결정 규소 중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진 요소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픽셀 회로는 규소 반도체, 칼코겐화물 반도체, 카드뮴 셀렌화물 반도체, 유기 반도체, 유기 소분자 또는

중합체 반도체, 탄소 나노튜브, 또는 그래핀, 또는 기타 반도체 물질 중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진 요소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0181]

이상의 개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발명의 많은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이 본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0182]

도면의 설명

[0183]

도 1은 한 형태의 a-Si TFT의 개략적인 3차원 도면.

경사각으로부터 TFT의 상부를 본 것이다.

TFT의 예시가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 도면은 또한 TFT가 AMFPI 픽셀에 어드레싱 스위치가 있는 경우 필요하게 될 주소 라인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도면은 게이트 주소 라인이 TFT의 게이트와 연결되는 지점에 게이트 주소 라인의

세그먼트를 나타내고 있고, 데이터 주소 라인이 TFT의 드레인과 연결되는 지점에 데이터 주소 라인의 세그먼트
를 나타내고 있다.

TFT의 채널은, 파선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15 μm의 폭 및 10 μm의 길이를 가진다.

연속적인 하부 유전체층 및 a-Si 층은, 아래에 있는 특징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체로 투명한 것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그에 부가하여, 표시의 명확함을 위해, 이 도면은 기판에 평행인 방향에 대해 기판에 수직인

- 41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방향으로 4배 확대되어 있고, 기판 두께의 일부만이 나타내어져 있다.

도면 상에 중첩되어 있는 흑색 실선 와

이어 프레임으로 정의된 평면은 도 2에 나오는 단면의 위치를 가리킨다.

이 도면에 표시된 다른 요소가 도 2에

서는 캡션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0184]

도 2는 도 1에 도시된 a-Si TFT의 개략 단면도.

이 단면의 위치는 도 1의 와이어 프레임에 의해 정의되는 평면

에 대응하고, TFT의 요소의 그레이스케일 음영 처리 규칙은 대략적으로 도 1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응한다.

표

시의 명확함을 위해, 이 도면은 기판에 평행인 방향에 대해 기판에 수직인 방향으로 8배 확대되어 있고, 기판
두께의 일부만이 나타내어져 있다.

기판, TFT의 게이트, 소스 및 드레인, TFT에서의 하부 및 상부 유전체층,
+

TFT의 채널을 형성하는 a-Si 층, 및 이 n-형 트랜지스터의 구조물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 n 도핑된 a-Si 물질
을 가리키기 위해 라벨이 사용되고 있다.
[0185]

도 3은 한 형태의 poly-Si TFT의 개략적인 3차원 도면. 경사각으로부터 TFT의 상부를 본 것이다.

TFT의 예시가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 도면은 또한 TFT가 AMFPI 픽셀에 어드레싱 스위치가 있는 경우 필요하게 될 주소 라인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도면은 게이트 주소 라인이 TFT의 poly-Si 게이트와 연결되는 지점에 게이트 주소

라인의 세그먼트를 나타내고 있고, TFT의 드레인에 대한 접촉이 비아를 통해 설정되는 지점에 데이터 주소 라인
의 세그먼트를 나타내고 있다.
를 가진다.

TFT의 채널은, 파선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15 μm의 폭 및 10 μm의 길이

연속적인 패시베이션층(패시베이션 #1)은, 아래에 있는 특징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체

로 투명한 것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그에 부가하여, 표시의 명확함을 위해, 이 도면은 기판에 평행인 방향에

대해 기판에 수직인 방향으로 4배 확대되어 있고, 기판 두께의 일부만이 나타내어져 있다.
있는 흑색 실선 와이어 프레임으로 정의된 평면은 도 4에 나오는 단면의 위치를 가리킨다.

도면 상에 중첩되어
이 도면에 표시된

다른 요소가 도 4에서는 캡션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0186]

도 4는 도 3에 도시된 poly-Si TFT의 개략 단면도.

이 단면의 위치는 도 3의 와이어 프레임에 의해 정의되는

평면에 대응하고, TFT의 요소의 그레이스케일 음영 처리 규칙은 대략적으로 도 3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응한다.
표시의 명확함을 위해, 이 도면은 기판에 평행인 방향에 대해 기판에 수직인 방향으로 8배 확대되어 있고, 기판
두께의 일부만이 나타내어져 있다.

기판, 완충 패시베이션, 게이트 유전체, TFT의 게이트(이 경우에, poly-

Si로 형성되어 있음), (게이트 유전체 아래에) TFT 채널은 물론 TFT의 소스 및 드레인(poly-Si 층의 일부 위에
중첩된 빗금으로 표시됨)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활성 poly-Si 층, 및 TFT 위의 패시베이션층("패시베이션
#1")을 가리키기 위해 라벨이 사용되고 있다.

이 단면도의 위치는 게이트 주소 라인과 poly-Si 게이트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0187]

도 5는 입사 방사선의 간접 검출을 이용하는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로부터의 픽셀에 대한 개략 회로도.
직선 파선에 의해 정의된 영역은 픽셀의 경계를 나타낸다.

[0188]

도 6은 불연속적인 포토다이오드를 갖는 한 형태의 간접 검출 픽셀의 개략 단면도.
한 특정의 구조적 구현예를 나타내고, 기준 아키텍처라고 한다.
라인의 방향에 평행하다.

이것은 도 5의 픽셀 회로의

이 도면은 이 단면에 보이지 않는 게이트 주소

수직 파선들 사이의 거리는 한 픽셀의 폭을 나타낸다.

명확함을 위해, 이 예시에서

의 층 및 특징부가 축척대로 그려져 있지 않다.
[0189]

도 7은 입사 방사선의 직접 검출을 이용하는 능동 매트릭스 이미징 어레이로부터의 픽셀에 대한 개략 회로도.
라벨, 라인 및 심볼에 대한 규칙은 도 5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직선 파선에 의해 정의된 영역은 픽셀의

경계를 나타낸다.
[0190]

도 8은 한 형태의 직접 검출 픽셀의 개략 단면도.
에 평행하다.

라벨, 라인, 심볼 및 화살표에 대한 규칙은 도 6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의 거리는 한 픽셀의 폭을 나타낸다.
다.
[0191]

이 도면은 이 단면에 보이지 않는 게이트 주소 라인의 방향
수직 파선들 사이

명확함을 위해, 이 예시에서의 층 및 특징부가 축척대로 그려져 있지 않

또한, 광전도체의 토폴로지의 균일성에 대한 TFT 및 비아의 효과가 나타내어져 있지 않다.

도 9는 간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의 4개의 인접 픽셀의 개략적인 렌더링.

이들 픽셀의 설계는 도 5 및

도 6에 각각 나타내어져 있는 픽셀 회로 및 기준 아키텍처의 구현예를 나타낸다.

도면에서의 각각의 픽셀은 설

계의 다양한 정도의 아키텍처 상세를 보여주고 있다.
레싱 TFT의 게이트만이 도시되어 있다.

도면의 하부에 있는 픽셀에는, 게이트 주소 라인 및 어드

좌측에 있는 픽셀에는, 어드레싱 TFT의 소스 및 드레인은 물론 포토다

+

이오드의 n 도핑된 a-Si 층으로 덮여 있는 하부 전극이 추가되어 있다.
+

+

우측에 있는 픽셀에는, n 도핑된 a-

Si, 진성 a-Si, p 도핑된 a-Si, 및 광학적으로 투명한 상부 전극의 결합층(모두 합하여 포토다이오드 적층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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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함)이 나타내어져 있다.

이 설계에서, 하부 전극은 적층물의 가장자리를 약간 넘게 연장하고 있다.

이

도면의 상부에 있는 픽셀에는, 비아를 통해 어드레싱 TFT의 드레인에 연결된 데이터 주소 라인, 및 비아를 통해
포토다이오드의 상부 전극에 연결된 바이어스 라인이 추가되어 있다.
[0192]

도 10은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한쌍의 간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의 상부 표면의 현미경 사진.
경우에, 설계는 도 6에 나타낸 기준 아키텍처의 구현예를 나타낸다.

각각의

(a) 도 9의 예시에 대응하는 설계를 가지

는 초기의 어레이로부터의 픽셀의 현미경 사진. (b) 광학적 충전율이 픽셀 설계의 최적화를 통해 향상된 나중의
어레이 설계로부터의 픽셀의 현미경 사진.

각각의 현미경 사진에서, 어드레싱 TFT는 이미지 상에 중첩된 원으

로 둘러싸인 영역 내에 위치하고, 게이트 주소 라인, 데이터 주소 라인, 바이어스 라인 및 포토다이오드의 위치
도 표시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각각의 현미경 사진에서, 바이어스 라인으로 가려지지 않은 포토다이오드의

부분의 상부 표면이 아주 균일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0193]

도 11은 불연속적인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을 갖는 간접 검출 픽셀 설계의 단면도의 개략도.
이 단면에 보이지 않는 게이트 주소 라인의 방향에 평행하다.
도 6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도면에서의 라벨, 라인, 화살표, 심볼 및 규칙은

수직 파선들 사이의 거리는 한 픽셀의 폭을 나타낸다.

시에서의 층 및 특징부가 축척대로 그려져 있지 않다.

이 도면은

명확함을 위해, 이 예

또한, 포토다이오드의 토폴로지의 균일성에 대한 TFT 및

비아의 효과가 나타내어져 있지 않다.
[0194]

도 12는 연속적인 평면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을 갖는 간접 검출 픽셀 설계의 단면도의 개략도.
단면에 보이지 않는 게이트 주소 라인의 방향에 평행하다.
11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도면에서의 라벨, 라인, 화살표, 심볼 및 규칙은 도

수직 파선들 사이의 거리는 한 픽셀의 폭을 나타낸다.

에서의 층 및 특징부가 축척대로 그려져 있지 않다.

이 도면은 이

명확함을 위해, 이 예시

또한, 포토다이오드의 토폴로지의 균일성에 대한 TFT 및

비아의 효과가 나타내어져 있지 않다.
[0195]

도 13은 간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의 4개의 인접 픽셀의 개략적인 렌더링.
도 12에 각각 나타내어져 있는 픽셀 회로 및 아키텍처의 구현예를 나타낸다.
다양한 정도의 아키텍처 상세를 보여주고 있다.
TFT의 게이트만이 도시되어 있다.
및 배면 접점이 추가되어 있다.

이들 픽셀의 설계는 도 5 및

도면에서의 각각의 픽셀은 설계의

도면의 하부에 있는 픽셀에는, 게이트 주소 라인 및 어드레싱

좌측에 있는 픽셀에는, 어드레싱 TFT의 소스 및 드레인, 데이터 주소 라인,
우측에 있는 픽셀에는, 이 전극을 배면 접점(파선으로 둘러싸인 영역 내에 존

재함)에 연결시키는 비아를 포함하는 하부 전극이 예시되어 있다.

도면의 상부에 있는 픽셀에는, 연속적인 포

+

토다이오드 구조물의 간단한 표현이 도시되어 있고, n 도핑된 층은 보이지 않고 포토다이오드의 나머지 층이 구
별되어 있지 않다.
[0196]

도 14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간접 검출 능동 매트릭스 어레이의 상부 표면의 현미경 사진.
12에 예시된 아키텍처의 구현예를 나타내고 도 13에서의 렌더링에 대응한다.

이 설계는 도

게이트 주소 라인, 데이터 주소

라인, 하부 전극, 및 이 전극을 배면 접점에 연결시키는 비아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이미지에

서 보이는 다양한 상세가 연속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상부의 토폴로지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0197]

도 15는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를 갖는 능동 픽셀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로부터의 픽셀에 대한 개
략 회로도.

데이터 주소 라인, 게이트 주소 라인, 리셋 TFT(TFTRST), 소스 팔로워 TFT(TFTSF), 어드레싱

TFT(TFTADDR) 및 포토다이오드(PD)(커패시턴스 CPD를 가짐)가 표시되어 있다.

VBIAS는 포토다이오드의 상부 전극

에 인가되는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의 크기이고, VG-RST, VD-RST 및 VCC는 어레이를 동작시키는 데 사용되는 다른 전
압이다.

TFTs, TFTRST 및 TFTADDR 중 2개가 듀얼-게이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모든 TFT가 n-

형 트랜지스터이다.
[0198]

도 16은 poly-Si TFT를 이용하는 능동 픽셀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4개의 인접 픽셀의 개략적인 렌
더링.

이들 픽셀의 설계는 도 15에 나타내어져 있는 픽셀 회로의 구현예를 나타낸다.

3 및 도 4에 예시된 poly-Si TFT의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연속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 도면에서의 TFT는 도

포토다이오드는 도 12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도면에서의 각각의 픽셀은 설계의 다양한 정도의 아키텍처 상세를 보여주고 있다.

도면의 하부에 있는 픽셀에는, 각각의 TFT의 게이트(poly-Si로 형성됨), 각각의 TFT의 채널을 형성하는 데 사용
되는 활성 poly-Si, 게이트 주소 라인, 및 리셋 TFT를 동작시키는 역할을 하는 리셋 전압 라인이 도시되어
있다.

좌측에 있는 픽셀에는, 데이터 주소 라인, 배면 접점, 전원 전압 라인은 물론, 다양한 배선 및 비아가

추가되어 있다.

우측에 있는 픽셀에는, 하부 전극을 배면 접점에 연결시키는 비아를 포함하는 하부 전극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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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어져 있다.

도면의 상부에 있는 픽셀에는, 연속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간단한 표현이 도시되어 있고,

+

패턴화된 n 도핑된 층은 보이지 않고 포토다이오드의 나머지 층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
[0199]

도 17은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상부 표면의 현미경 사진.
셀 회로의 구현예를 나타내고 도 16에서의 렌더링에 대응한다.

이 설계는 도 15에 예시된 픽

이 현미경 사진은 (이 설계의 연속적인 포토다

이오드 아래에 있는) 어레이의 게이트 및 데이터 주소 라인의 방향이 이 이미지의 평면을 따라, 각각, 수직 및
수평으로 정렬되어 있도록 배향되어 있다.

두꺼운 파선으로 이루어진 상자(하나의 전체적인 픽셀의 경계를 나

타냄) 및 가는 수평 파선(이후의 도면에 나오는 단면도의 위치를 나타냄)이 이미지 상에 중첩되어 있다.

주목

할 점은, 이미지에서 보이는 다양한 상세가 연속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상부의 토폴로지에 대응한다는 것
이다.
[0200]

도 18은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를 갖는 능동 픽셀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로부터의 픽셀에 대한 개
략 회로도.

데이터 주소 라인, 게이트 주소 라인, 리셋 TFT(TFTRST), 공통 소스 증폭기 TFT(TFTCSA), 능동 부하

TFT(TFTAL), 소스 팔로워 TFT(TFTSF), 어드레싱 TFT(TFTADDR), 피드백 커패시터(커패시턴스 CFB를 가짐) 및 포토다
이오드(PD)(커패시턴스 CPD를 가짐)가 표시되어 있다.

VBIAS는 포토다이오드의 상부 전극에 인가되는 역방향 바

이어스 전압의 크기이고, VG-RST, VG-AL, VCC 및 VGND는 어레이를 동작시키는 데 사용되는 다른 전압이다.
TFTRST 및 TFTADDR 중 2개가 듀얼-게이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TFTs,

TFT 중에서, TFTAL은 p-형 트랜

지스터인 반면, 나머지 트랜지스터는 n-형이다.
[0201]

도 19는 poly-Si TFT를 이용하는 능동 픽셀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4개의 인접 픽셀의 개략적인 렌
더링. 이들 픽셀의 설계는 도 18에 나타내어져 있는 픽셀 회로의 구현예를 나타낸다.
3 및 도 4에 예시된 poly-Si TFT의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연속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 도면에서의 TFT는 도

포토다이오드는 도 12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도면에서의 각각의 픽셀은 설계의 다양한 정도의 아키텍처 상세를 보여주고 있다.

도면의 하부에 있는 픽셀에는, 다양한 TFT의 게이트(poly-Si로 형성됨), 각각의 TFT의 채널을 형성하는 데 사용
되는 활성 poly-Si, 및 게이트 주소 라인이 도시되어 있다.

좌측에 있는 픽셀에는, 데이터 주소 라인, 배면 접

점은 물론, 다양한 배선 및 비아가 추가되어 있다.

우측에 있는 픽셀에는, 하부 전극을 배면 접점에 연결시키

는 비아를 포함하는 하부 전극이 나타내어져 있다.

도면의 상부에 있는 픽셀에는, 연속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

+

물의 간단한 표현이 도시되어 있고, 패턴화된 n 도핑된 층은 보이지 않고 포토다이오드의 나머지 층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
[0202]

도 20은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간접 검출 어레이의 상부 표면의 현미경 사진.
셀 회로의 구현예를 나타내고 도 19에서의 렌더링에 대응한다.

이 설계는 도 18에 예시된 픽

이 현미경 사진은 (이 설계의 연속적인 포토다

이오드 아래에 있는) 어레이의 게이트 및 데이터 주소 라인의 방향이 이 이미지의 평면을 따라, 각각, 수직 및
수평으로 정렬되어 있도록 배향되어 있다.

두꺼운 파선으로 이루어진 상자(하나의 전체적인 픽셀의 경계를 나

타냄) 및 가는 수평 파선(이후의 도면에 나오는 단면도의 위치를 나타냄)이 이미지 상에 중첩되어 있다.

주목

할 점은, 이미지에서 보이는 다양한 상세가 연속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상부의 토폴로지에 대응한다는 것
이다.
[0203]

도 21은 poly-Si TFT를 이용하는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이 설계는 도 15에 예시된 픽셀 회로의 구현예를 나타내고 도 16 및 도 17에서의 예시에 대응한다.

이 단면의

위치는 도 17에 나오는 가는 수평 파선을 통과하는 어레이의 상부 표면에 수직인 평면에 대응한다.

수평 시야

는 단일 픽셀보다 약간 더 큰 거리에 대응하고, 수직 파선들 사이의 거리는 하나의 픽셀의 폭을 나타낸다.

어

레이의 제조에서 사용되는 증착, 포토리소그라피, 에칭 및 기타 공정의 계산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생성된 이 예
시는 어레이에서의 다양한 특징부 및 물질의 순서, 구조 및 기본 토폴로지를 보여준다.

표시의 명확함을 위해,

이 도면은 기판에 평행인 방향에 대해 기판에 수직인 방향으로 8배 확대되어 있고, 기판 두께의 일부만이 나타
내어져 있다.
[0204]

도 22는 poly-Si TFT를 이용하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이 설계는 도 18에 예시된 픽셀 회로의 구현예를 나타내고 도 19 및 도 20에서의 예시에 대응한다.

양 단면의

위치는 도 20에 나오는 가는 수평 파선을 통과하는 어레이의 상부 표면에 수직인 평면에 대응한다.

(a) 이 예

시에서의 수평 시야는 단일 픽셀보다 약간 더 큰 거리에 대응하고, 수직 파선들 사이의 거리는 하나의 픽셀의
폭을 나타낸다.

(b) 이 예시에서의 수평 시야는 도 21에서의 시야와 동일한 거리에 대응하고, 하나의 픽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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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을 보여준다.

어레이의 제조에서 사용되는 증착, 포토리소그라피, 에칭 및 기타 공정의 계산 시뮬레이션

으로부터 생성된 이들 예시는 어레이에서의 다양한 특징부 및 물질의 순서, 구조 및 기본 토폴로지를 보여준다.
표시의 명확함을 위해, 이들 도면은 기판에 평행인 방향에 대해 기판에 수직인 방향으로 8배 확대되어 있고, 기
판 두께의 일부만이 나타내어져 있다.
[0205]

도 23은 도 16에 예시된 설계에 대응하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어레이의
상면도.

(a) 도 21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산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생성된 예시. (b) 도 17의 현

미경 사진에 대응하는, 어레이의 실제 구현예의 표면의 현미경 사진.

주목할 점은, 각각의 도면에서 보이는 다

양한 상세가 연속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상부의 기본 토폴로지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0206]

도 24은 도 19에 예시된 설계에 대응하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어레이의
상면도.

(a) 도 22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산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생성된 예시.

미경 사진에 대응하는, 어레이의 실제 구현예의 표면의 현미경 사진.

(b) 도 20의 현

주목할 점은, 각각의 도면에서 보이는 다

양한 상세가 연속적인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상부의 기본 토폴로지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0207]

도 25는 표면의 평면성의 변화를 특징지우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곡률 반경의 일반 개념을 나타낸 도면.
평면성의 변화에서의 가파름(즉, 급격함)의 정도는 반경 r의 호에 의해 정량화되어 있다.

표면

(a)에 나타낸 보다

가파른(또는 보다 급격한) 변화는 (b)에 나타낸 보다 덜 가파른 변화보다 더 짧은 곡률 반경을 가진다.

도면의

축척은 r2 = 10 x r1로 되어 있다.
[0208]

도 26은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a) 이 도면은 도 21에

나오는 단면도에 대응하지만, 패시베이션층 중 하나(패시베이션 #2)의 전체적인 평탄화를 통해 포토다이오드 구
조물에 대한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b) 이 도면은 또한 도 21에 나오는 단면도에 대응하지만, 패

시베이션 #2의 부분적인 평탄화를 통해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한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0209]

도 27은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a) 및 (b)에서의 도면

은 도 22의 (a) 및 도 22의 (b)에 나오는 단면도에 각각 대응하지만, 패시베이션층 중 하나(패시베이션 #2)의
전체적인 평탄화를 통해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한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0210]

도 28은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이 도면은 도 26의 (a)

에 나오는 단면도에 대응하지만,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금속 #2 층으로 형성됨)의 주변 가장자리부의 평활
화를 통해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한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0211]

도 29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이 도면은 도 27의 (a)

에 나오는 단면도에 대응하지만,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금속 #2 층으로 형성됨)의 주변 가장자리부의 평활
화를 통해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한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0212]

도 30은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이 도면은 도 28에 나오

는 단면도에 대응하지만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과 배면 접점을 연결시키는 비아를 가늘게 만들고 그 비아에
금속을 채움으로써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한 훨씬 더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0213]

도 31은 계산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생성되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어레이의 상면
도.

(a) 도 23의 (a)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도면에 대응하는 예시. (b) (a)에 있는 것에 대응하는 예시이지만,

패시베이션층 중 하나(패시베이션 #2)의 전체적인 평탄화를 통해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한 보다 균일한 토폴
로지가 달성된다.

(c) (b)에 있는 것에 대응하는 예시이지만,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의 주변 가장자리부의

평활화를 통해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한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d) (c)에 있는 것에 대응하는

예시이지만,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과 배면 접점을 연결시키는 비아를 가늘게 만들고 그 비아에 금속을 채움
으로써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한 훨씬 더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0214]

도 32는 계산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생성되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2-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어레이의 상면
도.

(a) 도 24의 (a)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도면에 대응하는 예시.

(b) (a)에 있는 것에 대응하는

예시이지만, 패시베이션층 중 하나(패시베이션 #2)의 전체적인 평탄화를 통해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한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c) (b)에 있는 것에 대응하는 예시이지만,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의 주변 가

장자리부의 평활화를 통해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한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d) (c)에 있는 것

에 대응하는 예시이지만, 포토다이오드의 하부 전극과 배면 접점을 연결시키는 비아를 가늘게 만들고 그 비아에
금속을 채움으로써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한 훨씬 더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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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도 33은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설계에 기초한 간접 검출 어레이의 계산된 단면도.

(a) 이 도면은 도 21에

나오는 단면도에 대응하지만, 포토다이오드에 있는 진성 a-Si의 층의 전체적인 평탄화를 통해 포토다이오드 구
조물의 상부 전극에 대한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b) 이 도면은 도 21에 나오는 단면도에 대응하지

만, 포토다이오드에 있는 진성 a-Si의 층의 부분적인 평탄화를 통해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의 상부 전극에 대한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0216]

도 34는 계산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생성되는, 단일 픽셀의 영역에 있는 1-스테이지 픽셀내 증폭기 어레이의 상면
도.

(a) 도 23의 (a)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도면에 대응하는 예시.

(b) (a)에 있는 것에 대응하는

예시이지만, 포토다이오드에 있는 진성 a-Si의 층의 부분적인 평탄화를 통해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한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c) (b)에 있는 것에 대응하는 예시이지만, 포토다이오드에 있는 진성 a-Si의 층

의 전체적인 평탄화를 통해 포토다이오드 구조물에 대한 보다 균일한 토폴로지가 달성된다.

도면
도면1

도면2

- 46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3

도면4

도면5

- 47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6

도면7

도면8

- 48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9

도면10

도면11

- 49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12

도면13

도면14

- 50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15

도면16

도면17

- 51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18

도면19

도면20

- 52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21

도면22

- 53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23

- 54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24

도면25

- 55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26

- 56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27

도면28

도면29

- 57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30

도면31

- 58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32

- 59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33

- 60 -

공개특허 10-2012-0027541

도면34

- 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