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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높은 필 팩터를 가지는 CMOS 이미지 센서의 구조 및 이를 이용한 이미지 센싱 방법이 개시된다. 이미지 센서의 픽셀은

하나의 포토 다이오드와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며, 각각의 칼럼 라인마다 칼럼구동회로를 구비한다. 하나의 칼럼라

인에 연결된 다수의 픽셀들은 공통된 리셋 트랜지스터에 연결되므로 한번의 리셋동작에 의해 픽셀 전체가 리셋된다. 또한,

선택된 로우라인에 연결된 픽셀들에 대한 이미지 센싱이 종료되면, 픽셀 전체에 대한 리셋이 반복되므로 센싱노드에 잔류

하는 신호전하를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잔류하는 신호전하에 따른 노이즈를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4트랜지스터 구조를 가지는 CMOS 이미지 센서의 회로도이다.

  도 2는 종래의 4트랜지스터 구조를 가지는 CMOS 이미지 센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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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 센서의 픽셀들 및 칼럼구동회로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 센서의 이미지 센싱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 센서의 이미지 센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 센서의 칼럼구동회로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 센서의 칼럼구동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1, 200 : 픽셀 103, 203 : 포토 다이오드

  105, 205 : 트랜스퍼 트랜지스터 107, 207 : 리셋 트랜지스터

  109, 209 : 드라이브 트랜지스터 111 : 셀렉션 트랜지스터

  113 : 센싱노드 115, 211 : 바이어스 트랜지스터

  201 : 칼럼구동회로 213 : 칼럼라인

  215 : 로우라인 217 : 스타팅 트랜지스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CMOS 이미지 센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포토다이오드로 이루어진

CMOS 이미지 센서의 픽셀 구조 및 이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센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광을 감지하여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영상신호로 출력하기 위한 광검출장치는 CCD(charge coupled device)와

CMOS 이미지 센서가 있다.

  CCD는 수광부인 포토다이오드, 전하전송부 및 신호출력부로 구성된다. 포토다이오드는 광을 받아들여 신호전하를 생성

한다. 전하전송부는 포토다이오드에서 생성된 신호전하를 손실없이 출력부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신호출력부는 신호전

하를 축적하고, 신호전하량에 비례하는 전압을 감지하여 아날로그 출력을 낸다.

  이러한 CCD의 한가지 특징은 신호전하를 이웃하는 픽셀에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매커니즘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CCD에서는 랜덤 액세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을 가진다.

  알려진 바에 따른 픽셀들 사이의 신호전하의 전송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열적확산에 의한 것이다. 이는 전자가 외부에서 열에너지를 받으면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둘째는 농도구배에 의한 확산이다. 이는 전하량이 많은 영역에서 전하량이 적은 영역으로 도핑농도의 차이에 의해 확산

이동하는 방법을 말한다.

  셋째는 전기장에 의한 전하의 이동이다. 이는 두 인접한 게이트 영역에 전위차가 생기게 되면 이 두 영역 사이에는 전기

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전기장에 의해 전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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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D에서 전하를 전송하는 메커니즘은 대부분 전기장에 의한 이동에 의해 전하를 전송한다.

  CMOS 이미지 센서는 초기 개발시에 픽셀을 이루는 트랜지스터들의 문턱전압의 불균일에 기인하는 고정 패턴 노이즈

(Fixed Pattern Noise)를 비롯한 암전류(dark current)에 기인한 노이즈 등을 원인으로 개발이 포기되었으나, 최근의

CMOS공정기술의 발달로 새로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자이다.

  CMOS 이미지 센서는 CCD에 비해 몇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제조 공정이 쉬우며,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관된 이중 샘플링(Correlated Double Sampling)회로를 채용하여 리셋노이즈를 대폭 개선하

였다. 이러한 상관된 이중 샘플링 회로는 픽셀의 리셋전압을 샘플링한 다음, 신호전압을 샘플링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

때 상관된 이중 샘플링 회로의 출력은 리셋전압과 신호전압의 차이가 되어, 픽셀내의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의 차이에서

오는 고정 패턴 노이즈 및 리셋전압의 차이에서 오는 리셋 노이즈는 억제될 수 있다.

  이러한 CMOS 이미지 센서는 다수의 요구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즉, 높은 신호대 잡음비(SNR), 높은 양자 효율

(Quantum Efficiency), 및 높은 필 팩터(fill factor)등이 요구된다.

  CMOS 이미지 센서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하여 픽셀의 구조는 1트랜지스터 구조, 3트랜지스터 구조 및 4트랜

지스터 구조의 순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4트랜지스터 구조는 하나의 픽셀이 하나의 포토다이오드와 4개의 트랜지스터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센싱노드는

CCD와 같이 플로팅 확산 노드(floating diffusion node)가 된다. 이러한 플로팅 확산 노드는 리셋동작시에는 저장된 전하

를 배출하게 되나 데이터 전압을 검출하고자 할 때에는 포토다이오드에서 발생한 전하을 저장하며, 저장된 전하에 상응하

는 전압을 발생하는 역할을 한다.

  도 1은 종래의 4트랜지스터 구조를 가지는 CMOS 이미지 센서의 회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하나의 픽셀(101)은 광전변환소자의 한 종류인 포토다이오드(103), 트랜스퍼 트랜지스터(105), 리셋

트랜지스터(107), 드라이브 트랜지스터(109) 및 셀렉션 트랜지스터(111)를 구비하며, 이러한 픽셀이 다수 배치되어

CMOS 이미지 센서를 이룬다. 또한, 셀렉션 트랜지스터(111)의 출력은 각각의 칼럼라인에 구비된 바이어스 트랜지스터

(115)를 출력로드로 이용하여 상관된 이중 샘플링(correlated double sampling) 회로로 입력된다. 상관된 이중 샘플링 회

로는 각각의 칼럼라인에 하나씩 구비되며, 픽셀의 출력신호인 기준전압과 데이터전압을 샘플링하고, 기준전압과 데이터전

압의 차이를 출력한다. 기준전압은 리셋 트랜지스터(107)가 턴-온(turn on) 상태일 때의 픽셀의 출력전압이며, 데이터전

압은 트랜스퍼 트랜지스터(105)가 턴-온 상태일 때의 픽셀의 출력전압이다.

  도 2는 종래의 4트랜지스터 구조를 가지는 CMOS 이미지 센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데이터를 출력하고자 하는 픽셀 라인을 선택한다. 픽셀 라인의 선택은 로우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며, 이러한 로우라인의 선택을 위해 셀렉션 트랜지스터는 턴-온된다. 셀렉션 트랜지스터는 NMOS로 이루어지고 게이트

전압과 소스 전압의 차이가 문턱전압(threshold voltage) 이상일 때, 게이트 하부의 도전성 채널이 형성된다.

  이어서, 선택된 로우라인에 연결된 픽셀들에 대한 리셋동작이 이루어진다. 리셋동작은 트랜스퍼 트랜지스터의 출력단인

센싱노드에 잔존하는 전하를 배출하는 동작이다. 리셋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Vdd를 인가하면, 리셋 트랜지스터는

턴-온되고 게이트 하부의 채널을 통해 센싱노드의 전하는 Vdd전압을 공급하는 전압원으로 배출된다. 또한, 리셋 트랜지

스터가 턴-온 상태이므로 센싱노드의 전압은 Vdd가 된다.

  센싱노드는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므로,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은 Vdd가 되고, 드라

이브 트랜지스터는 포화영역에서 동작하게 된다. 전류는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으로부터 소스로 흐르며, 드레인에

근접한 채널은 핀치오프된 상태에 있다. 또한, 셀렉션 트랜지스터가 턴-온 상태에 있으므로 전류는 셀렉션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통과하여 상관된 이중 샘플링 회로로 공급된다.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의 출력이 소정의 레벨을 가진 전압이 되도록 바이어스 트랜지스터가 구비된다. 바이어스 트랜지스

터는 전류미러의 일부이며, 액티브 로드(active load)의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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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 트랜지스터의 리셋동작에 따른 출력은 상관된 이중 샘플링 회로로 입력되며, 셀렉션 트랜지스터의 출력전압은 기준

전압으로 샘플링된다.

  이어서, 외부에서 광전변환소자인 포토다이오드에 광이 입사되면, 입사되는 광의 양에 비례하여 전자-홀 쌍(electron-

hole pair)들이 생성된다. 생성된 전자는 PN접합의 공핍영역에서 형성된 전기장의 영향으로 n영역으로 이동하며 축적된

다.

  리셋 트랜지스터가 턴-오프되고 트랜스퍼 트랜지스터가 턴-온되면, 신호전하는 센싱노드로 이동한다. 신호전하가 전자

이며, 광에 의해 발생된 전자는 센싱노드에 축적되므로 센싱노드와 전기적으로 단락된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

압은 축적된 전하량에 비례하여 낮아진다.

  드라이브 트랜지스터는 소스 폴로워(source follower)로 동작하므로 입력 게이트 전압이 소정의 변화량을 가지면, 출력

소스 전압 또한 동일한 변화량을 가진다. 즉, 소스 폴로워의 소신호 전압이득이 1이므로, 입력 신호의 변화량과 출력 신호

의 변화량은 동일하다. 따라서, 센싱노드에서의 전자의 축적에 기인한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압 강하는 소스전

압의 강하를 일으킨다. 강하된 소스전압은 셀렉션 트랜지스터를 거쳐 상관된 이중 샘플링 회로에 데이터전압으로 입력되

고 샘플링된다.

  이어서, 트랜스퍼 트랜지스터는 턴-오프되고 셀렉션 트랜지스터가 턴-오프되면 픽셀의 선택은 종료되고 출력전압은 초

기화된다.

  상술한 CMOS 이미지 센서의 4트랜지스터의 구조와 동작은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필 팩터가

낮다는 단점을 가진다. 즉 하나의 픽셀내에 4개의 트랜지스터가 구현되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포토다이오드가 차지하는

면적은 감소하게 된다. CMOS 이미지 센서의 고해상도는 픽셀수의 증가와 단위 픽셀이 차지하는 면적의 감소로 달성될 수

있는데, 픽셀의 낮은 필 팩터는 포토 트랜지스터의 면적의 감소를 유발하며, 포토 트랜지스터 면적의 감소는 입사되는 광

에 대한 전자-홀 쌍들의 발생량을 감소시켜서 낮은 양자 효율을 가져온다. 결국, 낮은 양자 효율은 이미지 센서의 감도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유발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높은 필 팩터를 가지는 CMOS 이미지 센서의 픽셀 및 구동회

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높은 필 팩터를 가지는 CMOS 이미지 센서의 동작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광전변환소자 및 스위칭소자로 이루어진 다수의 픽셀들; 상기 픽셀들의 스위

칭소자들을 제어하기 위한 다수의 로우라인들; 상기 픽셀들의 센싱노드의 출력을 전송하기 위한 다수의 칼럼라인들; 및 상

기 각각의 칼럼라인에 접속되고 상기 픽셀들의 출력의 전송을 구동하여 상관된 이중 샘플링(correlated double sampling)

회로로 기준전압 및 데이터 전압을 출력하기 위한 칼럼구동회로를 포함하는 CMOS 이미지 센서를 제공한다.

  상기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칼럼구동회로의 리셋 제어부를 통해 모든 픽셀들의 센싱노드의 전하를 동시

에 배출하는 리셋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칼럼라인에 연결된 픽셀들의 센싱노드의 전압에 상응하는 기준전압을 출력하는

단계; 로우라인에 연결된 픽셀들의 스위칭소자를 제어하여 광전변환소자에 의해 발생한 전하를 전하가 배출된 센싱노드로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스위칭소자를 통해 전달된 상기 센싱노드에서의 전하량에 비례하는 상기 센싱노드의 전압변화를

감지하여 데이터전압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싱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하나의 광전변환소자 및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픽셀을 구성할 수 있어, 보다 높은 필 팩터를 가지는

CMOS 이미지 센서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리셋동작이 모든 픽셀에 대해 동시에 수행되므로, 불충분한 리셋동작에 기인

한 잔류전하의 노이즈를 방지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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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1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 센서의 픽셀들 및 칼럼구동회로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각각의 픽셀들은 광전변환소자 및 스위칭소자로 구성된다. 광전변환소자는 포토 다이오드 타입 또는

포토 다이오드 상부에 전극이 되는 포토 게이트을 배치하여 포토 다이오드에서 축적된 신호전하를 센싱노드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포토 게이트 타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광전변환소자는 포토 다이오드 타입으로 구성한

다.

  스위칭 소자는 NMOS 또는 PMOS로 구성될 수 있으며, 공핍형 트랜지스터 또는 증가형 트랜지스터로 구성될 수 있다. 바

람직하게는 도전성 채널이 게이트 단자 하단에 형성되어 있는 공핍형 NMOS 트랜지스터를 스위칭 소자로 한다. 공핍형인

경우, 게이트 단자에 바이어스가 인가되지 않아도 이미 형성된 채널에 의해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하의 전송이 가능하므

로, 포토다이오드(203)에서 발생한 신호전하를 센싱노드로 전달하는데 이점을 가진다.

  픽셀내의 공핍형 NMOS 트랜지스터는 포토 다이오드(203)에서 발생한 신호전하를 센싱노드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트랜스퍼 트랜지스터(205)라 한다.

  트랜스퍼 트랜지스터(205)의 게이트 단자는 로우라인(215)에 연결되며, 소스단자는 포토 다이오드의 음극단자에 연결되

며, 드레인 단자는 센싱노드가 된다. 또한, 센싱노드는 칼럼라인(213)에 연결된다.

  각각의 칼럼라인(213)에는 칼럼구동회로(201)가 구비된다. 칼럼구동회로(201)는 픽셀의 센싱노드의 전하를 배출하는

리셋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리셋 제어부, 상기 센싱노드의 전압레벨에 의해 구동되고 기준전압 및 데이터전압을 출력하기

위한 드라이브부 및 상기 드라이브부의 출력단에 연결되고 상기 드라이브부의 출력을 소정의 레벨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

한 출력로드를 포함한다.

  리셋 제어부는 리셋 트랜지스터(207)로 구성된다. 상기 리셋 트랜지스터(207)는 공핍형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리셋 트랜지스터(207)의 드레인 단자의 전압은 Vdd이며, 소스 단자는 칼럼라인(213)에 연결된다. 리셋 트랜

지스터(207)는 게이트 단자에서의 Rs 신호에 따라 턴-온 또는 턴-오프된다.

  드라이브부는 드라이브 트랜지스터(209)로 구성된다. 상기 드라이브 트랜지스터(207)는 증가형 NMOS 트랜지스터로 구

성함이 바람직하다. 드라이브 트랜지스터(207)의 드레인 단자 전압은 Vdd이며 소스 단자는 출력로드에 연결된다. 또한 게

이트 단자는 칼럼라인(213)에 연결되어 칼럼라인(213)에서의 전압에 따라 동작한다. 리셋동작 또는 트랜스퍼 트랜지스터

의 턴-온에 따른 출력시, 드라이브 트랜지스터는 포화영역에서 동작하며, 소스 폴로워 증폭기의 동작을 수행한다.

  출력로드는 바이어스 트랜지스터(211)로 구성된다. 상기 바이어스 트랜지스터(211)는 증가형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

함이 바람직하다. 바이어스 트랜지스터(211)의 소스 단자는 접지되며, 드레인 단자는 드라이브 트랜지스터(209)의 소스

단자에 연결된다. 드라이브 트랜지스터는 포화영역에서 동작시 정전류원이 되며, 도시하지 아니하였지만 전류미러의 출력

트랜지스터이다. 따라서 바이어스 트랜지스터(211)는 액티브 로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칼럼구동회로의 출력은 드라이브 트랜지스터(209)의 소스 단자에서의 전압이며, 상기 출력은 상관된 이중 샘플링 회로

로 입력되어 샘플링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 센서의 이미지 센싱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 센서의 이미지 센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Rs 신호가 고레벨(high level)이면, 리셋 트랜지스터는 턴-온 된다. 상기 리셋 트랜지스터

의 드레인 단자의 전압은 Vdd이며, 센싱노드에 전자들이 잔류한다면 소스-드레인 사이에는 전압차가 발생하므로, 센싱노

드에 잔류하는 전자들은 도전성 채널을 통해 드레인 단자로 이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센싱노드의 전자들은

Vdd공급원인 정전압원으로 배출되며, 센싱노드의 전압은 Vdd와 동일하게 된다.

  이러한 리셋동작은 CMOS 이지지 센서의 픽셀들 전체에 대해 동시에 수행된다(단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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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싱노드의 전압이 약 Vdd 이므로 드라이브 트랜지스터는 포화된다. 상기 드라이브 트랜지스터가 포화되는 조건을 만족

하기 위하여는 Vgs가 Vth(threshold voltage)보다 크고 Vgd가 Vth보다 낮아야한다. 물론 상기 조건은 증가형 NMOS 트

랜지스터에 적용되는 조건이며, 트랜지스터의 종류가 다른 경우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 드라이브 트랜지스터는 리셋동작

에 따른 기준전압을 출력한다(단계 20).

  바이어스 트랜지스터는 정전류원이며, 정전류원의 전류를 드라이브 트랜지스터가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Ids = K(Vgs-

Vth)2 에 따라 바이어스 트랜지스터의 Vgs가 설정된다. 또한, 바이어스 트랜지스터는 포화영역에서 동작하며, 정전류원이

므로 출력전압을 소정의 DC레벨로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준전압은 Vdd-Vgs가 되며 상기 기준전압은 상

관된 이중 샘플링 회로로 입력되고 샘플링된다.

  계속해서 리셋 트랜지스터를 턴-오프하고, 포토 다이오드에 광이 조사되면, 전자-홀 쌍(Electron-Hole Pair, 이하

"EHP"라 한다.) 들이 발생한다. 포토 다이오드는 PN접합에 의해 구현되며, 접합부에는 공핍영역이 형성된다. 공핍영역에

서는 전자는 홀과 재결합을 통해 소멸되고 접합부를 중심으로 N형 반도체는 다수의 양전하를 가진 이온이 존재하고 P형

반도체는 다수의 음전하를 가진 이온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공핍영역에서 N형 반도체의 전위가 P형 반도체의 전위보다

높게되고 N형 반도체로부터 P형 반도체로 전계가 형성된다. 광의 조사에 의해 P형 반도체에서 발생한 EHP들 중의 전자들

은 PN접합의 공핍영역에서의 전계에 의해 N형 반도체로 이동하고 축적된다.

  이어서, Tg를 고레벨로 하면 트랜스퍼 트랜지스터는 턴-온되고 포토 다이오들에서 발생되고 축적된 전자들은 트랜스퍼

트랜지스터를 통해 센싱노드로 전달된다(단계 30). 리셋 동작에 의해 센싱노드의 전압은 Vdd이므로 트랜스퍼 트랜지스터

의 턴-온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는 전압차가 존재하고 트랜스퍼 트랜지스터의 소스 단자에 축적된 전자들은 드레인 단

자로 이동한다. 전자들의 이동에 의해 트랜스퍼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단자, 즉 센싱노드의 전압은 강하하게 된다. 이는 센

싱노드에서의 전류경로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정전계(static electric field)에 기인한 전위의 강하이다.

  상술한 과정을 통해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은 강하되며, 강하된 전압량은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의 출력으로

반영된다. 이는 드라이브 트랜지스터가 소스 폴로워 증폭기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물론 드라이브 트랜지스터가 소스 폴로

워 증폭기로 동작하려면 트랜지스터는 포화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소스 폴로워 증푹기의 소신호 전압이득은 약 1 이므로 게이트 단자의 전압 변동량은 출력인 소스 출력 단자의 전압

변동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게이트 입력 전압의 강하는 소스 출력 전압의 강하를 일으키고 강하된 출력전압은 데이터 전압

이 되어 상관된 이중 샘플링 회로로 입력되고 샘플링된다(단계 40). 상관된 이중 샘플링 회로는 기준 전압과 데이터 전압

의 차이를 출력하므로, 이미지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준전압과 데이터전압의 변동량이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포토 다이오드에 의해 감지된 이미지 신호는 기준전압과 데이터전압의 변동량으로 표현되는데, 이미지

센서의 감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그 변동폭이 더욱 커야할 것이나, 드라이브 트랜지스터가 포화영역에서 동작하여야 하므

로 이에 따른 제약 조건이 있게된다. 즉,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인 센싱노드의 전압은 Vth 이상이 된다.

  포토 다이오드에 입사된 광의 양이 적으면 EHP의 발생량 또한 적으며, 따라서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의 변

동폭이 적으므로 데이터 전압과 기준 전압의 차이도 적은 값을 유지한다. 포토 다이오드에 입사된 광의 양이 많으면 EHP

의 발생량이 많아지며,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의 데이터 전압과 기준 전압의 차이는 커진다. 즉, 포토 다이오드에 입사되는

광량에 비례하여 데이터 전압은 기준 전압에 비해 강하된다.

  데이터 전압의 출력에 따른 하나의 로우라인에 대한 이미지 센싱이 종료되면, 다음 로우라인에 대한 이미지 센싱이 시작

된다. 따라서 Rs 신호는 고레벨이 되어 리셋동작이 수행되며, 이를 위하여 Rs 신호는 주기파가 되며, 리셋동작은 이미지

센서 전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행된다.

  실시예 2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 센서의 칼럼구동회로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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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을 참조하면, CMOS 이미지 센서의 픽셀의 구성은 제1 실시예와 동일하나 칼럼구동회로에 드라이브부의 출력을 온-

오프 제어하기 위한 셀렉션 제어부가 개재되어 있다. 상기 셀렉션 제어부는 스타팅 트랜지스터(217)를 가지며, 상기 스타

팅 트랜지스터는 증가형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스타팅 트랜지스터(217)의 드레인 단자는 드라

이브 트랜지스터(209)의 소스 단자에 연결되고, 소스단자는 출력 로드인 바이어스 트랜지스터(211)에 연결된다.

  또한, 컬럼구동회로의 출력단자는 스타팅 트랜지스터(217)의 소스 단자가 된다.

  리셋 트랜지스터(207)에 의한 리셋 동작시에 스타팅 트랜지스터(217)는 턴-온 상태를 유지하며, 상기 리셋 동작후의 데

이터 전압 출력시에도 스타팅 트랜지스터는 턴-온 상태를 유지한다. 데이터 전압의 출력과 샘플링이 종료되면, 스타팅 트

랜지스터는 턴-오프되고 칼럼구동회로의 출력전압을 초기화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CMOS 이미지 센서의 칼럼구동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스타팅 트랜지스터가 턴-온된 다음 Rs신호를 고레벨로 하면 리셋 트랜지스터가 턴-온된다. 제1 실시

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리셋 동작에 의해 전체 픽셀들의 센싱노드는 리셋되고 센싱노드의 전압은 Vdd가 된다.

  센싱노드의 전압은 칼럼구동회로의 드라이브 트랜지스터 및 스타팅 트랜지스터를 통해 기준전압으로 출력된다. 기준전

압이 출력되기 위해 상기 스타팅 트랜지스터는 트라이오드(triode) 영역에서 동작하여야 한다. 즉, 드레인 영역에 근접한

채널이 핀치-오프(pinch-off)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드라이브 트랜지스터 및 바이어스 트랜지스터는 포화영역에서 동작하므로, 상기 트랜지스터들의 포화영역에서의

동작전류와 동일한 전류가 스타팅 트랜지스터의 트라이오드 동작 영역에서 흐르기 위해서는 스타팅 트랜지스터는 보다 큰

면적을 차지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즉, 스타팅 트렌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영역의 면적은 다른 트랜지스터들에 비해 커야

한다.

  계속해서, 픽셀들의 i번째 로우라인의 픽셀들을 선택하기 위해 i번째 로우라인의 픽셀들의 트랜스퍼 트랜지스터를 턴-온

한다.

  트랜스퍼 트랜지스터의 턴-온에 따른 데이터 전압의 출력과정은 상기 제1 실시예에서 상술한 바와 동일하다.

  다만, 데이터 전압 출력시에도 스타팅 트랜지스터는 턴-온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스타팅 트랜지스터는 트라이오드 영

역에서 동작한다.

  데이터 전압이 출력되는 동안, 상관된 이중 샘플링 회로는 데이터 전압을 샘플링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i번째 로우라

인의 픽셀들에 대한 이미지 센싱의 종료는 스타팅 트랜지스터의 턴-오프에 의해 일어난다. 스타팅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이 저레벨(low level)이 되면, 스타팅 트랜지스터는 턴-오프되고 칼럼구동회로의 출력단자와 이미지 센서의 칼럼라인

사이의 신호 경로는 단절된다. 신호 경로의 단절에 의해 바이어스 트랜지스터는 포화 영역에서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동작

범위가 변경되며, 상관된 이중 샘플링 회로의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하는 바이어스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통해 접지로 배출

된다.

  따라서, 스타팅 트랜지스터의 턴-오프에 의해 칼럼구동회로의 출력은 약 0 V가 되며 이는 칼럼구동회로의 출력 신호가

초기화 되는 것이다.

  i+1번째 로우라인의 픽셀들에 대한 이미지 센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스타팅 트랜지스터는 턴-온되며, 상술한 바와 같

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이미지 센싱이 수행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하나의 광전변환소자 및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픽셀을 구성할 수 있어, 보다 높은 필 팩터

를 가지는 CMOS 이미지 센서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리셋동작이 모든 픽셀에 대해 동시에 수행되므로, 불충분한 리셋동작에 기인한 잔류전하의 노이즈를 방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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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

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

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전변환소자 및 스위칭소자로 이루어진 다수의 픽셀들;

  상기 픽셀들의 스위칭소자들을 제어하기 위한 다수의 로우라인들;

  상기 픽셀들의 센싱노드의 출력을 전송하기 위한 다수의 칼럼라인들; 및

  상기 각각의 칼럼라인에 접속된 픽셀들 모두를 리셋하고, 상기 픽셀들의 출력의 전송을 구동하여 기준전압 및 데이터 전

압을 출력하기 위해 상기 각각의 칼럼라인에 구비된 칼럼구동회로를 포함하는 CMOS 이미지 센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전변환소자는 포토다이오드이며, 상기 포토다이오드의 양극단자는 접지되고 음극단자는 상기

스위칭소자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소자는 공핍형 NMOS트랜지스터이며, 상기 공핍형 NMOS트랜지스터의 소스는 상기 포토

다이오드의 음극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공핍형 NMOS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은 상기 센싱노드이며, 상기 칼럼라인에 접속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우라인은 상기 픽셀들의 상기 스위칭 소자에 접속되어 상기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 동작을 제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칼럼구동회로는,

  상기 픽셀의 센싱노드의 전하를 배출하기 위한 리셋 제어부;

  상기 센싱노드의 전압레벨에 의해 구동되고 상기 기준전압 및 데이터전압을 출력하기 위한 드라이브부; 및

  상기 드라이브부의 출력단에 연결되며 상기 드라이브부의 출력을 소정의 레벨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출력로드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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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칼럼구동회로는 상기 드라이브부의 출력을 온-오프 제어하여 상기 데이터전압을 초기화하기 위

한 셀렉션 제어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셀렉션 제어부는 NMOS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되, 상기 드라이브부의 출력단과 출력로드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서.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 제어부는 공핍형 NMOS트랜지스터이며, 상기 리셋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압은 Vdd이며 소

스는 상기 드라이브부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서.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드라이브부는 소스 폴로워(source follower)증폭기이며, 상기 소스 폴로워는 NMOS트랜지스터

로 이루어지고, 상기 NMOS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압은 Vd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서.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로드는 정전류원이며, 상기 드라이브부의 출력을 소정의 레벨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바이

어스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서.

청구항 11.

  선택된 칼럼라인에 연결된 모든 픽셀들의 센싱노드의 전하를 동시에 배출하는 리셋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칼럼라인에 연결된 픽셀들의 센싱노드의 전압에 상응하는 기준전압을 출력하는 단계;

  로우라인에 연결된 픽셀들의 스위칭소자를 제어하여 광전변환소자에 의해 발생한 전하를 센싱노드로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센싱노드에 전달된 전하량에 비례하는 상기 센싱노드의 전압변화를 감지하여 데이터전압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싱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동작은 공핍형 NMOS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며, 상기 공핍형 NMOS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Vdd를 인가하여 상기 센싱노드에 축적된 전하를 전압공급원으로 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싱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전압을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전압을 출력하는 단계는 개방회로 전압이득이 약 1인

소스 폴로워를 통해 전압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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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압을 출력하는 단계 후에 상기 데이터 전압을 초기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CMOS 이미지 센싱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의 기준전압 및 상기 데이터전압을 샘플링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픽셀의 영상 데이터 신호

를 출력하기 위한 상관된 이중 샘플링(correlated double sampling)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OS 이미

지 센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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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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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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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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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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