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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se creep is one of clinical errors that arises from the tester’s inexperience or carelessness, and according to 

Task Group #116 of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s in Medicine, its continued occurrence is being reported 

in the digital method. At this point, the demand for an automatic exposure control device that minimizes the dose 

creep phenomenon and can improve reproducibility is increasing. In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automatic 

exposure control device sensor that can is not only easy to produce, but also reduce the dose creep phenomenon 

by conducting a research on high-efficient semiconductor sensor. As a result, the Intrinsic-type and PIN-type 

sensors have excellent optical property compared to Ref sensor, would have less shading effect, and have 

relatively low sensitivity, but would provide accurate feedback signals to automatic exposure control device with 

its consistent tendency according to exposure condition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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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최근 검출기의 경우 기존 아날로그 기술에 대비하여 
대역폭이 넓은 특성을 이용하여 적절한 농도의 영상을 
어려움 없이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1] 하지만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활용된 검사 조건에 대하여 
정확한 피드백 없이 이용할 경우 선량크리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AAPM Task Group #116에
서는 디지털 방식의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발생을 보고
하고 있다.[2] 이 때, 선량 크리프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의하여 불필요한 피폭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현 임상에서는 X-ray를 활용한 진단 영상 획득 시 수검
자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불필요한 피폭 저감화 방
안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3,4] 이에 필요한 선량
을 자동 제어함으로서 선량 크리프 현상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영상의 재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노
출제어(AEC; Automatic Exposure Control) 장치의 사
용이 권고되고 있다.[5-7] AEC 장치는 이온 챔버와 반도
체 센서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온 챔버 센서 기반
의 AEC 장치가 의료영상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하
지만 이는 낮은 흡수효율로 인하여 출력되는 신호의 
증폭을 위한 게이트 증폭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
으므로 반도체 센서에 비해 부정확하다. 반면 반도체 
센서는 두께 제어가 용이하고, X-ray에 대하여 높은 감
도를 통하여 우수한 출력 신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낮
은 게이트 증폭이 요구됨에 따라 안정적인 장점을 제
공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반도체 센서 기
반의 AEC 장치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상용화 제
품의 경우 복잡한 공정 절차로 인해 가격이 비싸면서
도 방사선에 장시간 노출 시 성능 저하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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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8] 그러므로 제작이 쉬우면서도 X-ray에 대한 
고감도 AEC 센서가 필요하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작이 용이하면서도 X-ray에 대하여 고감도 특성을 
가지는 반도체 센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선량 
크리프 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AEC 센서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Ⅱ. MATERIAL AND METHODS

1. 샘플 제작
1.1 AEC-센서의 샘플 제작
본 연구에서는 Intrinsic형(이하 I형) 센서를 제작하기 

위하여 Fig. 1, PIN형 센서의 경우 Fig. 2와 같은 공정을 
통하여 제작하였다. I형 센서의 제작을 위하여 플로팅 
존 공법으로 실리콘 웨이퍼(500 µm)를 제작하였다. 이 
후, 웨이퍼를 센서에 적합한 두께로 제작하기 위하여 연
마 공정을 수행하였다. 이 때, 센서의 두께는 음영효과
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350 µm로 제어하였다. 또한, 반도
체 센서에서 발생하는 전자·정공 쌍을 수집하기 위하여 
웨이퍼와의 부착성이 우수하고 전기 저항이 낮으면서도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전극 소재인 알루미늄을 물리적 
증기 증착 방법으로 형성하였다. 이 때 기판의 온도는 3

50℃ 이상, 전극의 두께는 0.5 µm으로 제어하였다. 마지
막으로 웨이퍼와 전극의 접합도 개선을 위하여 후처리 
공정을 수행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Fabrication process of 
AEC-sensor for intrinsic-type.

또한, PIN형 센서의 경우 I형 센서 제작에 이용된 
기판에 누설 전류의 주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핑층을 형성하였다. 이 때, 기판 하부에는 결합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불순물의 불성화를 위하여 이온 주입 
방식으로 1.5 µm의 인을 균일하게 도핑 후 0.5 µm의 
비소를 도핑하여 n+ 영역을 형성하였다. 또한, p+ 영
역 형성을 위하여 붕소를 상부에 1.5 µm 도핑하였다. 

이 후, 영영 내 불순물 제거를 위하여 열처리를 수행하
였고 알루미늄 전극을 형성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Fabrication process of 
AEC-sensor for PIN-type.

1.2 전기적 특성 구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AEC 센서의 구조에 따른 전

기적 특성의 구현 여부를 판단하고자 Fig. 3과 같은 측
정 환경을 구축함으로서 인가전압에 따른 민감도를 평
가하였다. 전압을 인가하기 위하여 Electrometer (6517

A, Keithley 社, USA)를 사용하였고, X-ray 조사에 의해 
생성된 전기적 신호의 파형 획득을 위하여 Oscilloscop

e (62Xi, LeCroy 社, USA)를 사용하여 인가전압에 따른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이 때, 부가 여과 3.5 mmAl 조건 
하에서 80 kVp, 100 mA, 0.1 s으로 X-ray 조건을 고정
하고 인가전압 0 V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감도를 평가
하였다.

Fig. 3. Diagram for measurement of sensitivity.



323

"J. korean soc. radiol., Vol. 10, No. 5, August 2016"

pISSN : 1976-0620,  eISSN : 2384-0633

2. 제작된 샘플의 특성 평가
2.1 투과효율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AEC 센서의 자동노출제어장

치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광학적 평가인 투
과효율을 측정하였다. 이 때, 측정은 자동노출제어장치
를 활용하는 진단용 X-ray 영역 60 - 120 kVp 까지 20 

kVp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관전류 및 조사 시간은 
각각 100 mA, 0.1 s로 고정하였다.[10] 이 때, 투과효율 
실험 결과 중 80 kVp를 기준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수
행하였다.

2.2 선량에 대한 선형성
본 연구에서 제작된 센서는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범위에서 반응해야할 뿐만 아니라 제작 구
조에 따른 X-ray 선형성 특성이 필수적으로 검증되어
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량에 대한 선형성을 평
가하였다. 이 때, 객관적인 특성평가를 위하여 반도체 
센서의 상용화 제품인 C社 센서를 활용하였으며 1 μG

y ∼ 100 μGy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Ⅲ. RESULT

1. 제작된 샘플의 전기적 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제작 구조에 따른 AEC 센서의 구현을 

검증하고자 인가전압에 따른 X-ray를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제작된 I형 센서의 경우 Fig. 4에서 나타나듯이 
인가전압 변화에 따라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PIN

형 센서 및 상용화 센서의 경우 변화가 매우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Fig. 4. Relative sensitivity as a function of voltage.

2. 제작된 샘플의 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 제작된 AEC 센서의 적용가능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투과효율을 분석하였다. 80 kVp를 기준으
로 평가한 결과, Fig. 5에서 C社의 경우 94.6%, I형 센
서는 95.4%, PIN형 센서는 95.3%로 나타났다.

Fig. 5. Transmission efficiency as a function of tube 
voltage.

본 연구에서는 1 μGy ∼ 100 μGy에 대한 생성된 전
하량을 바탕으로 Fit curve를 평가함으로써 선형성을 
평가하였다. 선형성 평가 결과, 선량에 따라 선형적으
로 생성되는 전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단위 선량 당 생성되는 전하량으로 정의되는 민감
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Fig. 6에서 나타나듯이 C社

의 경우 5 × 10-5, I형 센서는 4 × 10-5, PIN형 센서는 
7 × 10-5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C社와 비교하면 
PIN형 센서는 40% 민감도가 높으나 I형 센서는 20%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6. Sensitivity as a function of absorp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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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ISCUSSION

본 연구에서 제작된 AEC 센서 샘플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목적하는 구조의 전기적 특성 구
현이 잘 이루어졌음을 검증하였다. 투과효율 평가 결
과, 본 연구에서 제작된 AEC 센서는 상용화 제품에 대
비하여 80 kVp를 기준으로 약 0.7%p 이상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작된 샘플이 상용화 센
서 보다 음영효과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량에 대한 민감도 특성을 평가
한 결과, I형 센서의 경우 기존 C社에 비하여 낮은 민
감도 특성을 가지므로 AEC 장치에 적용 시 게이트 증
폭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PIN형 센서
의 경우 C社 센서 보다 우수한 민감도 특성을 나타내
었다.

Ⅴ. CONCLUSION

본 연구에서 제작된 AEC 센서는 상용화 센서에 대
비하여 투과효율 특성이 우수하여 음영효과가 적게 나
타날 것으로 사료되며, 선량 변화에 따른 일정한 선형 
함수 형태의 추세를 가짐으로써 정확한 피드백 신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제작된 센서는 기존 반도체 센서에 비해 
공정 변수를 줄일 수 있어 공정이 간단함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선량 
크리프 현상의 최소화를 통하여 국민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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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량 크리프는 임상적 오류 중 하나로 검사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AAPM 

Task Group #116에 의하면 디지털 방식의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선량 크리프 현상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재현성 향상이 가능한 자동노출제어장치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작이 쉬울 뿐만 아니라 고효율 반도체 센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선량 
크리프 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자동노출제어장치의 센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제
작된 I형 센서 및 PIN형 센서의 경우 Ref 센서와 비교하면 광학적 특성이 우수하여 음영효과가 적게 나타
날 것으로 사료되고, 대체로 낮은 민감도 특성이 나타나지만, 조사 조건 변화에 따른 일정한 추세를 가짐으
로써 정확한 피드백 신호를 자동노출제어장치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단어: 진단영상 시스템, 선량크리프, 자동노출제어 센서, 음영효과, 선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