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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850nm∼1000nm 장 역에서 이 를 검출하기 한 고감도 실리콘 포토다이오드를 제조하

고 기   학  특성을 분석하 다. 소자의 크기는 5000㎛ × 2000㎛이며 두께는 280㎛로 제조하여 TO-5

형태로 패키징 하 다. 기  특성으로 암 류는 5V 역 압 일 때 0.1nA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정 용량은 

0V일 때 1kHz 주 수 역에서 32.5pF와 200kHz 주 수 역에서 32.4pF로 은 정 용량의 값을 나타내었

다. 한 출력신호의 상승시간은 10V의 압일 때 20.92ns로 고속 응답특성을 확인하 다. 학  특성으로는 

890nm에서 최  0.57A/W의 분 감응도를 나타내었고 1000nm에서는 0.37A/W로 감소한 분 감응도를 나타내

고 있지만 870nm∼920nm 장 역에서는 비교  우수한 분 감응도를 나타내었다.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spectrum sensitivity of photodiode for detection of the laser wavelength at 850 nm ∼1000 nm of 

near-infrared band, this study has produced silicon-based photodiode whose area is 5,000 ㎛ x 2,000 ㎛, and the thickness is 280 

㎛. It was packed by the TO-5 type.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dark currents have valued of approximately 0.1 nA for 5 V 

reverse bias, while the capacitance showed 32.5 pF at frequency range of 1 kHz and about 32.4 pF at the range of 200 kHz for 0 

V. In addition, the rising time of output signal was as fast response as 20.92 ns for 10V. For the optical properties, the best 

spectrum sensitivity was 0.57 A/W for 890 nm, while it was relatively excellent value of 0.37 A/W for 1,000 nm. Over all, there 

were good spectrum sensitivity for this diode over the range of 870 ∼ 92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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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포토다이오드(Photodiode)는  통신, 컴퓨터, 군사 

 자 시스템 등을 한 외선 센서등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PIN 포토다이오드는 동작 장 역과 

높은 응답 속도, 낮은 노이즈를 갖기 때문에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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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출기이다[1]. 이는 

공핍 역(진성층)에서 양자효율  과도응답, 주 수 

응답을 최 화하기에 하기 때문이다[2]. 

표 인 반도체 소재는 단결정 실리콘(Si), 게르마

늄(Ge)뿐 아니라 갈륨비소(GaAs), 탄화실리콘(SiC) 

등의 혼합물과 유기물이 사용된다. 특히 재료 인 측

면을 고려할 때, 비용 량생산측면에서 유기물재료

에 한 심이 집 되고 있는 시 이지만 기  특

성을 고려하면 혼합물에 비하여 기 특성이 하되

는 단 이 있다[3]. 장 역 800nm∼ 900nm에서는 

반도체의 특성상 실리콘이 가장 좋으므로 실리콘 PIN 

포토다이오드가 많이 이용된다. 실리콘 소재로 사용하

는 반도체 소자는 기 과 실리콘 산화막과의 계면에 

한 특성 규명 등을 비롯한 실리콘 공정기술  소

자와 이에 사용되는 화학증착기법(CVD) 기술이 발

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의 검출기들이 실리콘 기  

성장기술의 발 과 보다 렴한 비용으로 제작되고 

있다. 실리콘은 가시 이나 자외선에 해 흡수계가 

크기 때문에 얇은 웨이퍼로도 충분한 검출이 가능하

지만, 근 외선에 해서는 흡수계수가 작아지고 투과

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검출감도가 하된다. 따라서 

두꺼운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하여 활성층을 두껍게 

하는 방법을 용하고 있으나 높은 인가 압과 암

류가 커지며 응답속도가 떨어지는 단 이 있다[4]. 

검출기인 포토다이오드는 빛의 신호를 기신호

로 변환하는 소자로써 입사 량에 의해 출력되는 

류를 의미하는 분 감응도(Spectral Responsivity, 

A/W)는 요한 요소이다. 분 감응도는 검출기의 입

력량에 한 신호 출력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빛의 복

사출력(W)을 측정하는 검출기라면 감응도의 단 는 

reading/W가 되고 검출기의 reading이 류 단 인 

다이오드라면 A/W가 된다[5-7]. 따라서 외선 

장 역에서 분 감응도를 향상시키기 해 국내에서

는 ETRI와 일부 정부 출연기 에서 연구개발을 수행

하는 단계로 아직 완성도면에는 국외 기술력과 비교

하여 많이 뒤쳐진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국내뿐만 아닌 국외 연구기   학에서도 분

감응도 등 성능 향상을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

다[8].

본 논문에서는 근 외선 장 역에서 분 감응도

를 향상시키고자 실리콘 PIN포토다이오드를 제조하여 

기  특성인 암 류, 정 용량, 상승시간을 압의 

변화에 따라 측정하 고 학  특성인 분 감응도는 

850nm∼1000nm 장 역에서 측정하여 특성을 분석

하 다. 이를 통해 향후 항공, 의료, 방산 등의 분야에

서 이  검출용으로 응용될 수 있다.

Ⅱ. 실리콘 PIN 포토다이오드 제작

2.1. 실리콘 다이오드 소자 제조  제작

그림 1은 실리콘 PIN 다이오드 소자 공정 순서와 

공정에 사용된 마스크이다. 제작된 PIN 다이오드 소

자는 TO-5 패키지의 크기에 맞춰 제작되었으며 공정 

순서는 비 항 2600 Ωcm인 5 ̋ n-type(100) Si 웨이
퍼를 기 으로 사용하여 n- 층을 형성시켰다. 실리콘 

기 에 800℃ 이상에서 산소를 실리콘 기  표면과 

화학반응을 시켜, n+ 역과 p+ 역의 연을 해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 다. 활성층에 이온주입 시 

표면 손상을 감소시키기 하여 얇은 산화막을 증착

한 후 다이오드의 양극이 형성될 활성층과 설 류

를 방지하기 한 가드링 역에 붕소이온을 주입하

여 그림 (a) Mask1을 이용해 p+ 층을 형성하고 고온

에서 열처리를 진행하 다. p+ 층의 산화막을 식각처

리하고 그림 (b) Mask2를 이용하여 n+ 층을 형성하

다. 이에 사용된 Mask1과 Mask2는 각각 4000Å, 

4400Å의 두께로 증착하 고 그림 (c) Mask3를 이용

하여 155㎛ × 155㎛인 Contact hole을 형성하고 그림 

(d) Mask4를 이용하여 Al을 증착하 다.

(a) p+ Mas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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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 Mask2

(c) Contact hole Mask3

(d) Al Mask4

그림 1. 반도체 소자의 마스크
Fig. 1 Masks of Semiconductor Device

그림 2. 완성된 칩의 패턴
Fig. 2 Chip pattern

그림 2는 Mask1∼Mask4의 네 개의 마스크를 증착

시킨 칩의 패턴이며 제작된 칩은 5000㎛ × 2000㎛ 크

기로 설계되어졌으며 총 두께는 280㎛이다. 

2.2. TO 패키지 제작

(a) TO-5 헤더

(b) TO-5 캡

그림 3. TO-5 패키지
Fig. 3 TO-5 package

TO 패키지는 헤더와 캡으로 구성되어있다. 헤더는 

반도체  학부품의 조립을 한 기계  기반을 제

공하며 캡은 학 신호의 송을 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   기  기반을 담당하는 TO-5

형태의 패키지를 설계하고 제작하 다. 

그림 3은 Auto-Cad를 이용하여 설계된 (a)TO-5 

헤더와 (b)TO-5 캡을 보여 다. TO 헤더에서 기

 기반을 제공해주는 핀은 양극(+)의 Anode와 음극

(-)의 Cathode로 구성되어있으며 Anode와 칩의 

극을 연결해주는 와이어 본딩은 Au로 압착시켜 사

용하 다. 학  기반을 제공하는 TO 캡은 Glass를 

이용하여 속 임에 합되었다. 그림 4는 칩이 

실장된 TO-5 패키지를 미경으로 찰한 그림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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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작된 TO-5 패키지에 실장 된 chip
Fig. 4 Manufactured chip on the TO-Package 

Ⅲ. 결과  고찰

제작된 실리콘 PIN 포토다이오드의 기   

학  특성을 분석하 다. 기  특성 분석은 정 용

량, 암 류, 상승시간을 측정하 으며 학  특성 분

석은 분 감응도를 측정하 다. 그림 5는 제작된 PIN 

포토다이오드의 I-V특성을 보여 다. 암 류는 5V의 

역 압 상태에서 측정되며 암 류를 측정하기 해 

0V∼10V의 역 압을 인가하여 측정하 다. 5V의 역 

압일 때 0.1nA로 낮은 암 류를 나타내는 우수한 

기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5. 역 압변화에 따른 암 류
Fig. 5 Dark Current with respect to reverse voltage

그림 6은 압에 따른 정 용량 측정값을 보여

다. 일정한 범 의 압을 0V∼30V로 인가한 후 특

정한 주 수 역에서 정 용량의 변화를 측정하 다. 

0V일 때 1kHz 주 수 역에서는 32.5pF이고 200kHz 

주 수 역에서는 32.4pF의 정 용량의 값을 나타내

고 있다. C-V곡선 형태는 압 변화에 따라 정 용

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1kHz와 200kHz의 각각 다른 

주 수 역에서 정 용량은 변화 없는 우수한 결과를 

보여 다.

.

그림 6. 압변화 따른 정 용량
Fig. 6 Capacitance as voltage change

(a) 0V

(b) 10V

그림 7. 압변화에 따른 상승시간
Fig. 7 Rising time vs. voltag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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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압에 따른 상승시간을 보여 다. 상승

시간을 측정하기 해 870nm 장 역의 LD 원과 

부하 항 50Ω 조건에서 측정하 으며 0V에서는 상승

시간이 165ns이고 10V에서는 상승시간이 20.92ns로 

이  검출용에 한 고속 응답특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8. 장별 분 감응도
Fig. 8 Spectral responsivity vs. wave length

그림 8은 400nm∼1,100nm 장 역에서 분 감응도

를 보여주고 있다. 외선 검출하기 해서 850nm ∼

1000nm 역에서 분 감응도를 살펴보면, 장 역 

870nm∼920nm 역에서 분 감응도는 최  0.57A/W

이었고 1000nm에서 0.37A/W, 그리고 1000nm∼1100nm 

장 역에서는 분 감응도가 격히 감소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850nm∼1000nm 장 역에서 선 

이  을 검출하기 해 실리콘 기반 PIN 포토다이오

드를 제작하고 TO-5형태로 패키징하여 기  특성 

 학  특성을 분석하 다. 기  특성으로 암 류

는 5V 역 압에서 0.1nA로 낮은 암 류를 나타내고 

정 용량은 0V 일 때 특정주 수 1kHz와 200kHz에서 

각각 32.5pF와 32.5pF를 보여, 정 용량이 주 수에 무

한 우수한 기  특성임을 보 으며, 상승시간은 

10V 압에서 20.92ns로 고속응답특성을 확인하 다. 

학  특성은 870nm∼920nm 장 역에서 0.57A/W

의 분 감응도를 나타내었으며, 920nm 장 역 이후

부터는 서서히 감소하면서 1000nm 장 역에서 

0.37A/W의 분 감응도를 보 다. 이것은 실리콘 재료

의 특성상 근 외선 장 역에서 분 감응도가 격

히 감소하나 880nm 장 역에서 0.6A/W에 근 하는 

0.57A/W의 분 감응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검

출용으로 비교  우수한 특성임을 확인하 다. 향후 

1000nm 이후 장 역에서 분 감응도를 향상시키기 

한 도핑 로 일 최 화  Anti Reflection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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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2년 원 학교 공과 학 POST-BK21 

Post-Doc

2012년∼ 재 원 학교 리서치펠로우 연구교수

※ 심분야 : 컴퓨터  인공지능, 유 자 알고리

즘  최 화이론, 지능시스템  제어

김용갑(Yong-Kab Kim)

1988년 아주 학교 자공학과 졸

업(공학사)

1993년 앨라바마 주립 학교 (공

학석사)

2000년 노스 롤라이나 주립 학교 (공학박사)

2003년∼ 재 원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2006년∼2012년 공과 학 POST-BK21 사업단장

2012년∼ 재 LED 인력양성사업단장( 북)

2012년∼ 재 원 학교 ITBT창업보육센터장

※ 심분야 : 가시 통신시스템, 력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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