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Sensor Sci. & Tech. Vol. 23, No. 4, 2014 284

Journal of Sensor Science and Technology

Vol. 23, No. 4 (2014) pp. 284-289

http://dx.doi.org/10.5369/JSST.2014.23.4.284

pISSN 1225-5475/eISSN 2093-7563

내장된 전송게이트를 가지는 Gate/Body-Tied PMOSFET 광 검출기의 모델링

이민호·조성현·배명한·최병수·최평·신장규
+

Modeling of Gate/Body-Tied PMOSFET Photodetector with Built-in Transfer Gate

Minho Lee, Sung-Hyun Jo, Myunghan Bae, Byoung-Soo Choi, Pyung Choi, and Jang-Kyoo Shin
+

Abstract

In this paper, modeling of a gate/body-tied (GBT) PMOSFET photodetector with built-in transfer gate is performed. It can control

the photocurrent with a high-sensitivity. The GBT photodetector is a hybrid device consisted of a MOSFET, a lateral BJT, and a vertical

BJT. This device allows for amplifying the photocurrent gain by 103 due to the GBT structure. However, the operating parameters of

this photodetector, including its photocurrent and transfer characteristics, were not known because modeling has not yet been performed.

The sophisticated model of GBT photodetector using a process simulator is not compatible with circuit simulator. For this reason, we

have performed SPICE modeling of the photodetector with reduced complexity using Cadence’s Spectre program. The proposed mod-

eling has been demonstrated by measuring fabricated chip by using 0.35 ìm 2-poly 4-metal standard CMO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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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용과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분야에서는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는 고감도 광 검출기(photodetector)의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4]. 그 중, 고속 감광성 배열(high-speed

photosensitive arrays)은 주로 증폭기(amplifiers), 소음보정(noise-

correction) 및 디지털 신호처리 회로 그리고 최근의 무선 트랜스

시버(wireless transceivers) 전자 회로들과 집적화한 응용 시스템

에 이용된다. 또한 형광 이미징(fluorescence imaging), 바이오센

싱 시스템(bio-sensing systems)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표준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공정에서 고감

도 광 검출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

재한다. 화소 해상도(pixel resolution)를 높이기 위한 설계를 하

기 위해서는 광 검출기의 크기와 깊이가 축소되어야 하고, 이는

잡음의 증가와 양자효율의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

게 된다. 표준 공정을 이용하여 고감도의 광 검출기를 설계할 때

에는 이미지센서의 상충관계(trade-off)를 고려해야 한다[5-9]. 

CMOS 공정에서 제작 가능한 고감도 광 검출기의 대안으로

애벌런치 광 검출기(avalanche photodetector; APD)가 있다. 고

감도 동작을 위해 APD와 회로를 집적화 하게 되면, 단일 광자

카운터(single-photon counter)로서의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10,11].

하지만, 애벌런치 증폭을 위해서는 높은 구동 전압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표준 CMOS 공정에서 사용하는 설계 마스크 (design

mask)외에 추가적으로 여러 공정이 필요하게 되어 칩 제작 비

용이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표준 CMOS 공정을 이용한 내장된 전송게

이트를 가지는 고감도 gate/body-tied(GBT) PMOSFET형 광 검

출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12-17]. 기존에 제안되었던 내

장된 전송 게이트를 가지는 GBT PMOSFET형 광 검출기는 높

은 감도와 더불어 광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제안된 고감도 GBT PMOSFET형 광 검출기의

SPICE(Simulation Program with Integrated Circuit Emphasis) 모

델링 (modeling)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자를 제작하

지 않고는 광전류와 전송게이트 전압에 의한 특성을 정확히 파

악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W. Zhang과 M. Chan

이 제안한 GBT 광 검출기의 경우, 소자 시뮬레이터(device

simulator)를 이용하여 GBT 광 검출기의 특성을 분석하였지만,

이를 회로 시뮬레이터(circuit simulator)에 적용할 수는 없는 상

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내장된 전송게이트를 가지는 GBT

PMOSFET형 광 검출기를 케이던스(cadence) 사의 회로 시뮬레

이터인 스펙터(spectre)를 이용하여 SPICE 모델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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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증폭형 광 검출기

표준 CMOS 공정에서 제작가능한 대표적인 증폭형 광 검출

기로는 수평형(lateral) 바이폴라 광 검출기(bipolar photo-transistor;

BJT)가 있다[18-25]. Fig. 1은 CMOS에서 제작가능한 PNP 바

이폴라 광 검출기이다. N-well/P-sub 포토다이오드(photodiode)

에 빛이 인가되게 되면, 전자-정공 쌍(electron-hole pairs)이 생

성되게 된다. N-well에 주입된 전자로 인해, 베이스 전류(base

current; IB)가 발생하게 된다. 베이스 전류는 결과적으로 수평형

바이폴라 광 검출기를 동작시키게 하고, 증폭된 에미터 전류

(emitter current; IE)를 유도하게 된다. Fig. 1의 소자에서는 게이

트(gate)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높게 인가된 경우에는 채널이 형

성되면서 MOSFET으로 동작하므로 게이트 전압을 문턱전압보

다 크지 않도록 인가하여야 한다.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류가

흘러 MOSFET로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ate에 약간의

음의 전압을 인가하여 표면 아래쪽에서 수평한 방향으로만 바

이폴라 포토트랜지스터가 동작하게 하여, 전류 증폭률과 잡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 CMOS 공정에서는 Fig. 1

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바이폴라 공정에서 사용하는 n+ 매립층

(buried layer)이 없기 때문에, 에미터 전류(emitter current, IE)는

베이스 전류(base current, IB)와 수평으로 설계된 컬렉터 전류

(collector current, IC) 그리고 기판 컬렉터 전류(substrate collector

current, IS)로 나누어진다. 제조 공정 및 설계에 따라 차이는 있

지만, 수평형 바이폴라 광 검출기에서 기판 컬렉터 전류에 의해

서 컬렉터 전류의 효율은 30~4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1)

일반적인 수평형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경우, 작은 광전류와

낮은 컬렉터 전류 효율 그리고 전류 증폭의 불균일성을 가지기

때문에, CMOS 이미지 센서의 광 검출기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

다. 하지만, Sandage와 Connelly에 의해 수평형 바이폴라 트랜

지스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소자의 성

능을 크게 향상시켰다[26]. 이 외에도 수평형 바이폴라 광 검출

기의 특성을 모의실험(simulation) 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이루

어졌다[27,28]. Fig. 2는 SPICE Gummel-Poon 모델링을 실리콘

기판효과와 함께 고려한 단면도이다[39]. 이 모델링의 경우, 소

자의 기판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였지만, 높은 전류가 흐를 경우

의 이차원의(2-dimensional) 전계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Fig.

3은 O’Hara가 제안한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MODELLA 모델

IF IB IC IS+ +=

Fig. 2. Lateral bipolar photo-transistor incorporating three SPICE

Gummel-Poon models [28].

Fig. 3. Equivalent circuit diagram of MODELLA [28].

Fig. 1. Structure of CMOS-integrated lateral PNP tran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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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의 회로도이다. 이 모델링의 경우,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조

건과 역방향 전압조건을 고려한 모델로서, 42개의 변수가 사용

되었다. 하지만, 모델링의 복잡도로 인해서, 일반적인 회로 시뮬

레이터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3. 내장된 전송게이트를 가지는 

GBT 광 검출기의 모델링

3.1 동작원리

Fig. 4는 전송게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GBT PMOSFET 광 검

출기의 단면도와 회로도이다[12]. 전송게이트를 포함한 GBT

PMOSFET형 광 검출기는 두 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다. 한 개

의 게이트는 n-well과 연결되어 있어서 빛에 의한 신호 변화를

피드백(feedback)하여 증폭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로팅 게이트

(floating gate)와 빛에 의한 높은 광전류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전송 게이트(transfer gate)로 이루어져 있다. GBT 광 검

출기는 기존의 수평형 바이폴라 광 검출기에서 게이트를 플로

팅 시킨 후, 게이트를 바디(body)인 n-well 영역과 연결시킨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피드백(feedback) 구조로 인하여, n-

well 영역의 전압의 변화는 게이트의 전압 변화로 나타나게 된

다. 제안된 GBT 광 검출기는 BJT의 특성과 MOSFET의 특성

을 동시에 가진다. 초기에 빛이 입사하기 전 상태에서는 소스와

게이트 사이의 전압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 |VSG| ≤ |Vth| ),

수평형 BJT 동작 특성으로 인해 같은 특성을 가진다. 이때의 소

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는 식 (2)와 같다. 

(2)

q는 전자의 전하량(1.6×10
-19 

C), A는 소스의 유효면적, Dp는

정공의 확산계수, WN은 N-well의 길이, np0은 평형상태에서의

N-well에 있는 전자농도, UT는 열전압, VSN은 소스와 N-well 영

역의 전압차이를 의미한다. 

일정 조도 이상의 빛이 GBT 광 검출기에 입사하게 되면, N-

well의 전압은 충분히 떨어지게 되고, N-well과 연결된 게이트

의 전압도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스와 게이트 사이의 전

압차가 문턱전압보다 충분히 커지게 되면 (|VSG|≥|Vth|), GBT 광

검출기에서의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대부분의 전류는 포

화영역에서 동작하는 식 (3)과 같은 MOSFET 전류가 차지하게 된다..

(3)

(4)

W, L은 PMOSFET의 폭과 길이, μp는 정공의 이동도, VSG는

소스와 게이트의 전압차이 , VTH는 소자의 문턱전압, VTH0는

평형상태에서의 표면 전하의 농도에 따른 문턱전압, γ는 기판상

수, ΦF는 페르미 전위, VBS는 기판과 소스의 전압차이를 의미한다. 

Fig. 4에서 광 검출기의 전송게이트는 소스(source)에서 드레

인(drain) 사이에서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전송

게이트의 바이어스를 조절함으로써 광 검출기의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MOSFET 전류를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증폭된 광전류의 흐름 제어를 가능하게 해 준다[15-18]. 전송 게

이트에 문턱전압 이하의 양의 전압이 인가되었을 경우, MOSFET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전송 게이트의 전압이 문턱전압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었을 경우, MOSFET 전류가 소스에서 드레인으

로 잘 흐를 수가 있다. 이러한 원리로 전송 게이트의 전압에 따

른 광 검출기의 응답도의 제어가 가능하다.

3.2 모델링 및 측정결과 고찰

일반적인 PMOSFET의 경우, 바디(n-well)에 VDD가 인가하기

때문에 소스와 바디 또는 드레인과 바디 사이에는 역방향 바이

IS qADp

np0

WN

-------
VSN

UT

--------exp=

IS
1

2
---

W

L
-----μPCox VSG VTH–( )

2
⋅=

VTH VTH0 γ 2ΦF– 2ΦF VBS+––( )–=

Fig. 4. GBT structure with built-in transfer gate: (a) Cross-sectional

view and (b)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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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가 걸리게 되어 기생 성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GBT 광 검출기에서는 바디가 게이트가 묶여있고 플로팅 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와 바디 또는 드레인과 바디 사이의 기생 성

분을 고려해야 한다. 빛에 의해 생성된 전자가 N-well의 전압을

낮추게 되면, 소스와 바디 또는 드레인과 바디 사이가 순방향

바이어스가 조건이 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따라서,

GBT PMOSFET광 검출기 소자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

부 기생 성분인 수평형 BJT, 수직형 BJT를 고려한 모델링이 반

드시 필요하다. Fig. 5는 GBT PMOSFET 광 검출기를 SPICE

모델링 한 회로도이다. 2절에서 설명한 기존의 모델링의 경우,

복잡한 수식과 많은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케이던스(cadence)

사의 스펙터(spectre)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제안한

모델링의 경우, 공정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BJT 소자의

내부 변수인 면적 성분과 개수 성분을 조절하여, 내부 동작 전

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정사의 기본 소자에는 광 검출기가

없기 때문에, 다이오드와 전류원을 사용하여서 포토다이오드

(PD)를 등가 모델링 하였다. 

Fig. 6은 입사광에 대한 ID-VDS 특성 곡선이다. 입사광이

PMOSFET의 게이트 바이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MOSFET의 특성 곡선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빛이 입

Fig. 5. Physics-based equivalent SPICE model for GBT photode-

tector.

Fig. 6. Variation of the ID-VDS characteristics as a function of the inci-

dent-light power when the bias voltage of the transfer gate is

0 V: (a) Modeling results and (b) measurement results.

Fig. 7. Variation of the ID-VDS characteristics as a function of the

incident-light power when the bias voltage of the transfer gate

is 3.3 V: (a) Modeling results and (b) measure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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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되면 N-well의 전압이 낮아지고, N-well에 연결된 게이

트의 전압도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빛의 파워가 커짐에 따

라 소스와 게이트의 전압차이가 증가하게 되고, GBT 광 검출

기에서는 증폭된 MOSFET 전류가 생성된다. 모의 실험과 측정

결과의 그래프에서 전류의 양은 식 (3)과 (4)의 영향을 받아 결

정 됨을 알 수 있었다. Fig. 6의 결과에서 두 가지 변수인 광 파

워와 photocurrent는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Fig. 7은 전송 게이트의 전압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그래프이다. 본 논문의 2절에서 설명하였듯이

PMOSFET전송 게이트에 3.3 V를 인가한 경우, 식 (2)에서와 같

이 소스와 게이트의 전압 차이는 문턱전압을 넘지 못하기 때문

에, 기판으로 흐르는 BJT 전류만 흐른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

다. Fig. 7(a)의 SPICE 모델링한 결과에서도 BJT 성분의 전류

가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Fig. 7(b)의 측정결과

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은 GBT PMOSET 광 검

출기의 전송 게이트 전압 변화에 따른 ID-VDS 결과이다. 전송게

이트의 전압이 0 V에서 3.3 V까지 변함에 따라, 전류가 off되는

전압이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전송게이트의 전압이 0 V인

경우에는 VDS 전압이 0.5 V가 될 때 off가 되고, 전송게이트의

전압이 3.3 V인 경우에는 VDS 전압이 2.5 V가 될 때, off가 됨

을 모델링과 측정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광전류의 크기와 전송게이트의 전

압에 따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내장된 전송 게이트를 가지는

GBT PMOSFET형 광 검출기를 케이던스사의 스펙터를 이용하

여 SPICE 모델링하였다. 공정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소자를

모델링하고 특성을 예측할 수 있으나, 회로 시뮬레이터와 병행

하여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공정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소자를 이용하여 간단히 SPICE

모델링하였고, 이를 측정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제안한 모델

링은 소자의 특성을 예측하여 기생 BJT 성분의 면적을 조정하

였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없이 실제 측정결과와 유사한 모의실

험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3절의 제안한 모델링을 이용한 시뮬

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모델링의 우

수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링의 결과와 측정 결과

의 비교에서 약간의 전류 오차는 설계된 소자의 기생 저항, 커

패시터 성분을 추출하여 고려한다면, 더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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