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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반도체 이미지 센서의 수요 역시 격히 늘고 있다. 반도체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 까지 CCD 

(Charge Coupled Devices)가 심이 되었으나 CIS (CMOS Image Sensors) 기술이 발 함에 따라 CCD와 성능

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고 력소비, 속도, 비용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는 CIS로 그 심

이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 국내외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CIS 연구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편, CIS를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는 고해상도와 단가 감이 요구되며, 그 결과 CIS의 화소 크기는 

차 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화소의 크기와 포토다이오드의 면 이 어드는 것에 비해, 속층과 유

체 층의 두께를 이는 것은 기술 으로 난 에 부딪히고 있다. 그 결과 회   비네 (Vigneting) 상에 

의해 CIS의 효율이 어들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학  연구가 차 활발해지고 있다(1). 

CIS 설계 시 학 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으로 효율(Optical Efficiency)과 크로스토크(Crosstalk)가 있

다. 효율은 CIS의 표면으로 입사된 빛에서 원하는 포토다이오드로 들어가는 빛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반

로, 크로스토크는 인 한 포토다이오드로 들어가는 빛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불완 한 칼라필터와 빛이 비

스듬하게 들어가는 경우 생기는 화소간의 빛의 침투 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2). 이러한 효율과 크로스토

크는 화소의 크기  각층의 두께를 비롯한 CIS 구조에 의해 향을 받는다. 따라서 효율을 증가시키고 크로

스토크를 이도록 CIS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학  연구의 목 이다. 

             

그림 1.  Light box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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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크로스토크를 이기 한 방법으로 light box를 이용하 다. 그림 1은 light 

box의 개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유 체 층에 주변의 유 체보다 더 높은 굴 률을 가지는 물질을 이용해 light 

box를 만들게 되면 Snell의 법칙에 의한 빛의 반사 성질을 이용하여 화소간의 빛의 침투 상에 의해 발생하

는 크로스토크 상을 이고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 

(a)                                (b)

그림 2. 산모사 모델 구조. (a) Light box를 사용하지 않은 구조. (b) Light box를 사용한 구조.

Light box의 효과를 살펴보기 해 Lumerical Solution, Inc의 FDTD Solutions 로그램을 이용하여 3D 

FDTD (Finite-Difference Time-Domain) 산모사를 수행하 다. 산모사 모델은 1.75 μm CIS로 그림 2와 같

다. Light box를 사용하지 않은 구조(a)와 light box를 사용한 구조(b)에 해서 각각 입사각을 0, 15, 30도로 나

어 TE (Transverse Electric)와 TM (Transverse Magnetic) 편 에 해 산모사를 진행한 후 효율과 크

로스토크를 비교하 다. 산모사에 사용한 원은 520nm 의 심 장을 가지는 녹색 원이다. 효율은 두 

개의 녹색 화소에서, 크로스토크는 빨강과 랑 화소에서 투과율로 정의되며, 투과율은 아래식과 같이 포토다이

오드와 원에서의 포인  벡터(Poynting Vector) P 를 면 에 해 분한 값의 비율로 계산된다.

산모사를 수행하며 효율과 크로스토크를 계산한 결과 Light Box로 인한 효율의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

다. 특히 원이 경사입사 하 을 경우 효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크로스토크의 경우 상과 달리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칼라필터의 불완 성에 의한 크로스토크가 light box를 통해 

효율과 마찬가지로 증가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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