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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silicon chip (INVESTIGATOR) manufactured for R&D purposes has 134 mini-matrices
with various pixel designs. Each matrix consists of 8 × 8 pixels, which put out 64 analogue signals
at 65 MHz. The silicon pixel design is based on the newest technology of the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CMOS) monolithic active pixel sensor (MAPS), which integrates the
silicon sensor and the read-out circuitry in a pixel. The MAPS has advantages of low power
consumption, high granularity of a pixel, and fast read-out. In this paper, the charge collection
time for different pixel designs and reverse bias voltages is studied by using the INVESTIGATOR.
The charge collection time is estimated by fitting the waveform for changing pixel pitch, reverse
bias voltage, diameter of collection n-well diode, and spacing.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
the dependence of the relative depletion volume and the charge collection time on the pixel geometry.
Keywords: Silicon pixel detector, Monolithic active pixel sensor, Charge collection time

CMOS 단일형 활성 픽셀 센서의 디자인에 따른 전하수집시간 연구
이상현∗ · 유인권†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부산 46241, 대한민국
(2020년 9월 01일 받음, 2020년 10월 26일 게재 확정)

신형 실리콘 칩 INVESTIGATOR는 다양한 픽셀 디자인의 134개 미니 매트릭스로 구성된 연구개발용
칩으로서, 8 × 8 픽셀 단위의 각 미니 매트릭스는 65 MHz로 64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한다. 이
INVESTIGATOR-칩의 픽셀은 한 픽셀 내에 센서와 신호처리회로를 집적한 최신 CMOS(상보성 금속산화물 반도체, 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단일형 활성 픽셀 센서 (Monolithic
Active Pixel Sensor: MAPS) 기술에 기반하였으며, 낮은 전력 소비, 높은 픽셀 밀도 및 빠른 신호처리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INVESTIGATOR-칩을 이용하여 이 픽셀의 디자인과 역바이어스전압에 따른 전하수집시간 (Charge Collection Time, C.C.T.) 을 연구하였다. 픽셀 크기, 역바이어스전압 (VBB ), 전하가 수집되는 n-웰 다이오드의 크기 및 스페이싱의 변화에 대한 전하수집시간을 측
정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픽셀 디자인에 따른 공핍층의 상대적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논의하였다.
Keywords: 실리콘 픽셀 검출기, 단일형 활성 픽셀 센서, 전하수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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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A conceptual sketch of the Monolithic Active Pixel Sensor (MAPS).

I. 서 론
실리콘 반도체의 생산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높은 검출
효율과 공간 분해능을 가진 실리콘 센서가 고에너지 입자
충돌 실험에서 차세대 입자 검출기로 주목받고 있다. 특
히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 (CMOS) 센서와 신호처리
회로가 통합된 단일형 활성 픽셀 센서 (Monolithic Active
Pixel Sensor, MAPS) 기술은 낮은 전력소비와, 픽셀 세분
성 및 빠른 신호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TowerJazz [1]에
서 180 nm CMOS 공정을 통해 디자인된 MAPS의 개념적
구조는 Fig. I과 같다. MAPS는 주로 픽셀 회로부 (inner
circuitry), p-도핑 된 에피택시얼 (epitaxial) 층 및 p-도핑
된 기판(substrate)과 내장된 CMOS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깊은 p-웰로 덮인 n-웰 다이오드로 구성된다.
실리콘 픽셀 센서 내부의 전하 수집 프로세스는 입자 검
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입사한 하전 입자의 이온화로
생성된 전자-정공쌍은 에피택시얼 층에서 열확산에 의한 무
작위적 운동으로 공핍영역 (depletion region) 에 도달하며,
공핍영역에 포획된 전자는 손실없이 전기장을 따라 이동하
여 최종적으로 n-웰 다이오드에 수집된다. 따라서, 공핍영
역이 클수록 발생한 전자의 포획확률이 높아지는데, 기판
을 통해 역바이어스-전압 (VBB ) 을 걸어주면, 공핍영역의
부피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에피택시얼 층의 두께, p-웰과
n-웰 사이의 스페이싱(spacing)과 n-웰 다이오드의 크기와
같은 픽셀의 기하학적 디자인도 공핍영역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가 된다. 따라서 낮은 전력소비로 높은 검출
효율과 빠른 검출 시간을 얻기 위하여 여러가지 픽셀의 기
하학적 디자인 및 VBB 에 대한 최적화 연구가 요청된다.
픽셀 성능 최적화 연구를 위해 특화된 새로운 INVESTIGATOR 실리콘 칩은 MAPS 기술에 기반하여, 다양한
기하학적 디자인을 가진 픽셀들로 제작됐다 [2]. 최근 ALICE (A Large Ion Collider Experiment) 의 내부궤적검출

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연구개발된 ALPIDE (ALice PIxel DEtector) 칩이 하전 입자의 입사 여부만 측정가
능했던 반면, INVESTIGATOR-칩은 ALPIDE의 기능에
추가하여 전하수집시간(Charge Collection Time, C.C.T.)
의 측정이 가능하다. 전하수집시간 측정 기능은 MAPS
의 새로운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층 내부의 n-웰
(수집) 다이오드로 전자가 수집 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
(− µs)이 걸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리콘 검출기는 입자의
궤적 검출에만 사용됐는데, 최근 실리콘 센서 (특히 에피택
시얼 두께) 가 얇아지고 신호 처리 회로가 픽셀 자체에 구
현된 CMOS MAPS 기술 덕분에, 전하수집시간이 획기적
으로 단축됐으며, 전하수집시간 (Charge Collection Time,
C.C.T.)은 실리콘 센서의 디자인 최적화를 위한 중요한 새
로운 연구주제가 되었다.
Figure 2는 전하수집의 세 가지 경우를 보여 준다. 공핍
영역 내부에서 생성된 전자(Fig. 2의 1번 경우)는 어떤 다른
픽셀에도 공유되지 않고 아무런 손실이 없이 전기장을 따라
n-웰 다이오드로 빠르게 포집된다 [4]. 에피택시얼 영역에서
생성된 전자(Fig. 2의 2번 경우)는 열적 확산에 의해 사방으
로 흩어져 여러 개의 인접 픽셀에 포집된다. 이 경우 전자는
비-공핍영역으로 흩어져 방황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손실될
수 있다. 전자들이 한정된 시간 내에 공핍영역에 들어갈
때만 제대로 n-웰 다이오드로 포집되는데, 전하 확산 시간
은 ∆t = ∆l2 /6D 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5]. 여기서 ∆l
은 시간간격 ∆t 동안의 확산 거리이고 D 는 확산 계수이다.
전자가 최종적으로 n-웰 다이오드에 수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 전하수집시간 (Charge Collection Time, C.C.T.)’
이라고 하며, C.C.T.가 얼마나 길어질지 혹은 얼마나 많은
인접 픽셀들로 전하가 흩어져 공유될 것인지는 전자-정공
쌍의 생성 위치 및 공핍영역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기판 영역에서 전자-정공 쌍이 생성
되는 경우 (Fig. 2의 3번 경우), 전하 운반체의 수명에 따라
전자가 극적으로 손실 될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는 전자정공 쌍이 어디에서 생성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다양한 픽
셀 디자인과 역바이어스-전압에 따라 전하가 공유된 인접
픽셀의 개수로부터 추정된 공핍영역의 상대적 크기와 전하
수집시간(Charge Collection Time, C.C.T.)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픽셀의 디자인의 최적화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픽셀 디자인을 갖는
INVESTIGATOR- 칩 의 구 조 에 대 한 설 명 과 C.C.T.
를 측정하기위한 실험장치 구성 (2장) 을 설명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된 실험들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 (3장) 을 거쳐,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토론 (4장)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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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Three cases of the charge collection process [3]. 1: e-h pairs generation in the depletion
region. 2: e-h pairs generation in the epitaxial layer. 3:
e-h pairs generation in the substrate. Not to scale.
(a)

Table 1. Pixel geometry parameters for mini-matrices
used for this study.
Mini-matrix ID Pitch [µm] n-well diode size [µm] Spacing [µm]
0
36
58
78
79
80
81
82
83
88
104

20
22
25

3
1
2
3
4
5

3
28

30

4
5
3

1

(b)

II. INVESTIGATOR-칩과 실험 장치 구성
INVESTIGATOR-칩은 다양한 픽셀디자인의 134개 미

Fig. 3. (Color online) The INVESTIGATOR chip on a
chip-holder for further connections (a) and the 134 minimatrices with various pixel designs (b).

니 매트릭스의 집합체이며 (Fig. 3), 전체 면적은 5.0 mm ×
5.7 mm이다. 각 미니 매트릭스는 65 MHz의 샘플링 속도

통해 발생시키는 전자-정공 쌍의 개수는 각각 약 1640개와

로 아날로그신호를 출력하는 64개 (8 × 8) 의 활성 픽셀로

1800개로 알려져 있다 [5]. Figure 5(a) 과 같이, 7mm의

구성됐다. Figure 4에 픽셀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기하학적

유효면적을 갖는 방사선원

요소들을 나타냈으며, 하나의 픽셀은 한개의 n-웰 다이오드

아래방향으로 칩의 모든 미니 매트릭스에 조사시켰으며, 실

를 중심으로 한 정방형으로 정의되며 이 정방형의 네 변을

험대상이 되는 미니 매트릭스와 역바이어스-전압은, 칩이

이루는 p-웰이 인접 픽셀과 공유되고 있다. 이 때 n-웰 다

부착된 데이터 처리보드 (INVestigator Read-Out System,

이오드와 p-웰과의 간격을 스페이싱(spacing)이라고 한다.

INVROS) 에 연결된 컴퓨터 (PC) 의 제어시스템을 통해 이

n-웰 다이오드의 모양은 하나의 미니 매트릭스를 제외 (n-

루어졌다 [5]. Figure 6에서 보여주듯이, INVROS는 65

웰 다이오드 모양이 사각형) 하고는 모두 팔각형이며, 본

MHz의 샘플링 속도로 선택된 미니 매트릭스의 8 × 8 픽

연구에서는 모두 팔각형 모양의 n-웰 다이오드를 중심에

셀에 대한 시그널맵을 출력한다. 데이터 출력속도 65 MHz

둔 픽셀의 미니 매트릭스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

(데이터 처리 시간∼ 15.4 ns)와 별도로 MAPS에 내재된 신

진 미니 매트릭스들과 주요 기하학적 요소들을 Table 1에

호처리회로 (inner circuitry) 에서의 데이터처리 시간 (tic )

나타냈으며, 역바이어스-전압 (VBB ) 은 0 – 6V 사이에서

을 필요로 하는데, 본 연구에 이용된 INVESTIGATOR-

변화시켰다.

칩의 경우 tic −10 ns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

INVESTIGATOR-칩의 C.C.T. 측정은 방사선원
에서 나오는 두개의 X-선을 이용하여 수행됐다.

55

55

Fe

Fe 에서

55

Fe 을 칩의 13mm 상부에서

구에서 다루어진 C.C.T. 는 시스템에 의해 10 ns의 한계를
갖고 있음을 밝혀둔다.

나오는 특성 X-선의 에너지는 각각 5.9 keV 와 6.5 keV 이

Figure 6(a) 에서 예시적으로 보여주듯이, 선택된 미니

며 (확률은 각각 24.40% 와 2.85%) [4], 이들이 광전 흡수를

매트릭스의 8 × 8 픽셀들에 포착된 80k-사건을 수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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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p-well
deep p-well

Fig. 5. (Color online) Experimental setup: A side view
with source(a) and the connections for taking data (b).
p-well n-well

N-WELL
spacing

spacing

deep p-well

18 μm

Collection n-well
diode diameter

epitaxial layer
substrate
(b)

(a)

Fig. 4. (Color online) Cross section of pixel (a) and top
view (b). Not to scale.
다. 매 사건마다 8 × 8-미니 매트릭스의 a행 b열, (a, b)
주위의 픽셀들에서 55 Fe 로부터 방출된 X-선이 발생시킨
신호를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ure 6(a) 의 경우,
(3,4) 및 (3,5) 픽셀에 확실한 신호가 잡힌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4,4) 와 (4,5) 에서는 빨간 실선으로 표시된 문턱크기
(threshold) 정도의 약한 신호가 잡힌 것을 볼 수 있다. 각
픽셀 신호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Fig. 6(b) 에 나타내었다.
이 픽셀 신호는 에러함수(식 1)로 피팅할 수 있으며, 오프셑
(pedestal) 크기 c 와 신호크기 (Signal) A0 , 검출시간 t0 와
C.C.T.(τ ) 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누적분포함수임을
고려할 때, C.C.T.(τ ) 는 2τ 시간동안 전체 전하량의 84%

(b)

Fig. 6. (Color online) Single pixel waveform (a) and fitted by the error function (b).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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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집됨을 뜻한다.
∫

t−t0
τ

22000
20000

e−y dy
2

18000

(1)

0

입사입자 각각에 대하여, 8 × 8 개 픽셀의 신호들
(Fig. 6(a))을 측정했으며, 문턱크기 (threshold)를 넘는 신
호를 내는 픽셀의 개수 및 신호크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였다. 결과의 한 예시로서, 1 µm 와 5 µm 의 스페이싱을
갖는 미니-매트릭스에 대해, 문턱크기 이상의 신호를 기록
한 픽셀 개수의 분포는 Fig. 7(a)과 같다. 이 결과로부터 (i)
신호가 나온 픽셀개수가 9개를 넘지 않는데, 이는 입자의
입사지점 주위의 3×3 픽셀들에 신호가 검출된 것을 넘지
않음을 뜻하며, (ii) 스페이싱이 큰 경우에, 적은 수의 픽셀에
신호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단 한개의 픽셀에만
신호가 집중된 경우도 측정됐는데, 이는 X-선의 에너지 (5.9
keV 와 6.5 keV)가 해당 픽셀의 공핍영역 내에서 각각 1640
개와 1800개의 전자-정공 쌍을 생성시킨 경우 (Fig. 2(case
1))에 해당하며, 해당 ADC시그널의 크기를 전자의 개수로
환산할 수 있는 교정값을 제공한다.
입자의 입사지점 주위의 3×3 픽셀들의 모든 신호의 크
기를 합치면, X-선이 발생시킨 모든 전자-정공쌍의 개수인
교정값에 가깝게 되며 이 비율을 센서의 효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3×3 픽셀의 모든 신호 크기의 합을 ’ 매트릭스
시그널(matrix signal)’이라고 한다. Figure 7(b)에 파란색
실선으로 이 매트릭스 시그널의 분포를 나타냈다. 실제로
ADC ∼ 370과 400의 최대값 근처에 보이는 작은 피크가
공핍영역에서 발생된 전자들 (Fig. 2(case 1)) 의 신호로 해
석될 수 있는 반면, ADC∼300 근처에서 보이는 폭넓은 피
크분포는 Fig. 2의 case 2와 3 경우들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매트릭스 시그널 분포 (Fig. 7(b)의 파란색 실선)에
서 폭넓은 피크가 시작되는 일정 크기 이상의 신호의 개수
(Fig. 6(b)의 파란 실선 분포에서 파랗게 나타낸 면적, Ntot )
는 입자의 입사된 지점 주위에서 신호를 발생시킨 민감한 영
역의 전체 크기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엄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각의 실험 프로그램 (특정 픽셀 디자인과
역바이어스-전압) 결과로 측정된 매트릭스 시그널 분포에
서, 폭넓은 피크를 가우스분포로 피팅한 중심값으로부터 3
배의 표준편차만큼 작은 신호의 ADC 값을 그 한계로 하고,
그 ADC값 이상의 모든 신호개수를 민감영역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Ntot 로 취하였다.
한편, 입사지점 주위의 3×3 픽셀들 중 가장 큰 신호가 기
록된 단일 픽셀의 신호크기를 ’ 종자 (seed) 시그널’ 이라고
부르는데, 그 분포를 Fig. 7(b) 에 분홍색 점선으로 나타냈
다. 매트릭스 시그널과는 대조적으로, 이 종자 시그널들은
가능한 모든 영역에 폭넓게 분포하지만, 그 최대값은 교정

16000

1μm spacing

14000

5μm spacing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

2

3

4

5

6

7

8
9
10
Number of pixels

cluster mult [# pixels]

(a)

a.u.

A0
f (t) = c − √
π

1063

total volume (Ntot)

matrix signal

depletion volume (Nd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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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a)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the fired pixels for the spacing of 1 µm and 5 µm. (b)
The matrix signal distribution (blue solid line) and the
seed signal distribution (magenta dashed line) produced
in a mini matrix with spacing of 1 µm. The filled areas
are used for estimation of the relative depletion volume
(See the text).
값인 두개의 ACD 값에서 분명한 피크를 보여준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Fig. 2의 case 1과 같이 공핍영역에서 생성된
전자들을 뜻하므로, 총 개수는 생성된 공핍영역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정값 피크들의 면적(Fig. 6(b)
의 붉은 점선 분포에서 붉게 나타낸 면적, Ndep ) 은 생성된
공핍영역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엄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두개의 교정값 피크를 각각 가우스분포로
피팅하고 3배의 표준편차영역을 적분하여 두 피크의 면적을
합한 값을 Ndep 으로 취하였다. 결과적으로 픽셀 디자인과
역바이어스-전압에 따라 생성된 공핍영역의 크기를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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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픽셀 디자인과 역바이어스-전압에 대하여, 종자
시그널의 크기와 C.C.T. 의 2차원 분포 및 1차원 분포 결
과를 비교하였다. 한 예로, 픽셀의 크기 (Fig. 4의 pitch)
가 각각 20 µm 및 30 µm인 미니 매트릭스에 대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냈다. Figure 8의 2차원 히스토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종자 시그널의 크기가 작고 C.C.T.가 큰 영역에서
대부분의 종자 시그널이 분포하는 커다란 피크가 하나 있
고, 시그널의 최대크기가 되는 교정값근처에 빠른 C.C.T.
를 갖는 작은 피크가 존재한다. Figure 8의 (a) 와 (b) 를
비교하면, 픽셀의 크기가 커질수록 종자시그널의 크기 분
포는 크게 변하기 않는데 반해, 대체적인 C.C.T.는 커지는
방향으로 넓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실험 프로그램(특정 픽셀 디자인과 역바이어스-전압)
에 대한 결과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C.C.T.의 1차원 분포에
서 교정값 근처의 피크를 제외한 정규분포의 평균값을 취한
C.C.T. 의 대표값과, Fig. 7(b) 에서 구한 Ndep 과 Ntot 로부
터 공핍영역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Rdep -값을 Fig. 9에
나타냈다.
모든 결과에서, C.C.T. 는 Rdep -값에 반비례하여, 10 ns
에서 60 ns까지 분포함을 알 수 있다. Figure 9(a) 를 보면,
픽셀 크기 28 µm, n-웰 다이오드 크기 3 µm, 스페이싱 1
µm의 조건에서 최대 역바이어스-전압 (VBB = −6V) 는
C.C.T. 를 약 2.5배까지 단축시키며, 공핍영역을 약 5배까
지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픽셀의 크기(pitch)에 대하여는
Fig. 9(b) 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오차가 크고 Rdep -값의
변화가 ∼1%에 불과하지만, C.C.T. 은 선형적으로 비례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동일한 스페이싱, n-웰 다이오
드 크기, 역바이어스-전압으로부터 정해진 공핍영역의 부
피는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픽셀의 전체 부피만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Figure 9(c) 는 n-웰 다이오드
크기에 따라 공핍영역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Rdep 값이 비례하여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Figure 4에서와 같
이 공핍영역이 n-웰 다이오드를 언제나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n-웰 다이오드의 크기가 3 µm에서 5 µm로
커지는 동안 Rdep -값이 4배 증가한다는 결과로부터 3x :5x
= 1:4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로부터 x ≃ 2.7 을
얻는데, 역바이어스-전압 VBB = 0V 에서 대략적으로 n웰 다이오드 크기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공핍영역의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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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or online) The 2-dimensional distributions
and their projection plots of the amplitude and the
charge collection time of the seed signals for pixel pitches
of 20 µm(a) and 30 µm(b) with VBB = 0 V, 3 µm the
n-well size and 1µm of spacing.
로 늘어남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C.C.T. 도 줄어드는데,
1 µm3 의 공핍영역이 늘어날때마다, C.C.T. 이 − 2.5 ns
씩 단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스페이싱이 1 µm일
때 불과 1%정도 (Fig. 9(c) 와 (d))) 이던 Rdep -값이 5 µm
일때 3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Fig. 9(d)), 가장
민감한 픽셀 디자인의 변수는 스페이싱으로 보인다. 이것은
사실상의 역전기장이 걸리는 n-웰 다이오드와 p웰 사이의
스페이싱이 공핍영역의 부피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픽셀 크기 28 µm, n-웰
다이오드 크기 3 µm, 스페이싱 1 µm인 픽셀 디자인이 최대
역바이어스-전압 (VBB = −6V)에서, C.C.T.가 20 ns까지
작아지고, 이 때 Rdep -값이 5%라는 결과 (Fig. 9(a)) 를 고
려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스페이싱만 5 µm까지 증가시키
면 C.C.T. 은 Fig. 9(d) 의 약 10 ns보다 훨씬 더 작아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앞서 II장에서 언급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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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INVESTIGATOR-칩의 MAPS에 내재된 신호처리
회로가 데이터처리시간 tic −10ns의 한계를 갖고 있어서, 더
빠른 C.C.T. 는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Fig. 9(d) 에서
보여주듯이 C.C.T. 는 최대 스페이싱 5 µm으로 갈수록 이
칩의 시스템 한계인 10ns에 접근한다.
Figure 9에서 확인하듯이, 모든 픽셀 디자인과 역바이어
스 전압의 조건에서 C.C.T. 는 공핍영역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Rdep -값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 모든 실험조건에
서 C.C.T. 와 Rdep -값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Fig. 10은 이같
은 반-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이 반-상관관계를
a
+ b 으로 피팅을 하면, 시스템 한
나타낸 식 C.C.T. = Rdep
계 10ns와 (C.C.T.)·Rdep ≃ 0.38 ± 0.06ns를 얻는다. 이는
이론적으로 최대 공핍영역에서 380±60 ps까지 C.C.T. 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MAPS의 시그널처리를 위한 내부회로
의 시간적 한계가 C.C.T. 의 결정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Charge collection time (CCT) [ns]

Fig. 9. (Color online) The charge collection time (C.C.T.) and the ratio of the depleted to total sensitive volume Rdep
with varying reverse bias voltages (a), pixel pitches (b), the size of n-well diode (c) and the spacing (d). All other
conditions are kept for each measurement. The uncertainties are obtained by the standard deviations and statistics
for the CCT and Rdep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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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lor online) Estimated relative depletion volume in different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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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리 및 결론
CMOS 단일형 활성 픽셀 센서 (MAPS) 기술에 기반한
INVESTIGATOR-칩을 이용하여, 다양한 픽셀디자인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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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스-전압의 조건에서 전하수집시간 (C.C.T.) 을 측정
하였다. 역-바이어스 전압, n-웰 다이오드 크기와 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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