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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nm CMOS 300 GHz 영상 검출기 및 영상 획득

A 300 GHz Imaging Detector and Image Acquisition Based on 
65-nm CMOS Technology

윤 대 근․송 기 룡․이 재 성

Daekeun Yoon․Kiryong Song․Jae-Sung Rieh 

요  약

본 논문에서는 65-nm CMOS 공정을 이용하여 300 GHz 주파수 대역의 영상 검출기를 제작하고, 이에 기반하여 영상을
획득하였다. 검출기 회로 구조는 square-law 동작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제작된 검출기는 285 GHz에서 2,270 V/W의 최대
반응도(responsivity)와 38 pW/Hz1/2의 최소 NEP(Noise Equivalent Power)를 보였으며, 250～305 GHz의 범위에서 NEP<～
200 pW/Hz1/2를 보였다. 측정용 패드와 밸룬(Balun)을 포함한 제작된 칩의 크기는 400 μm×450 μm이며, 측정용 요소들을
제외한 주요 칩의 크기는 150 μm×100 μm이다.

Abstract

In this work, a 300 GHz imaging detector has been developed and image has been acquired in a 65-nm CMOS technology. The 
circuit was designed based on the square-law of MOSFET devices. The fabricated detector exhibits a maximum responsivity of 2,270 
V/W and minimum NEP of 38 pW/Hz1/2 at 285 GHz, and NEP<～200 pW/Hz1/2 for 250～305 GHz range. The chip size is 400 μm× 
450 μm including the probing pads and a balun, while the core of the circuit occupies only 150 μm×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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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상적으로 300 GHz～30 THz를 지칭하는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은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응용성에 비해서

해당 대역의 주파수 신호를 방생할 수 있는 소자 혹은 장

치의 부재로 인하여서 그동안 연구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
서 테라헤르츠 영역의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공학적

인 기반이 마련되면서 세계 여러 곳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테라헤르츠의 여러 응용 중에서 테라헤르츠 대역 주파

수의 선택적 투과 특성에 기반을 두고 영상을 획득하는

기술의경우, 각종 포장내부물질에대한 위험 물질에대
한 검색, 복장 내부에 은닉한 무기류의 검색, 혹은 제품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
직까지는 연구의 대부분이 광학 소자에 기반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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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광학소자의 경우 영상 획득 시스템의 구성에 있어
고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높은 전력 소모와 구현된
시스템의 다소 큰 부피로 인해 상용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광학소자 기반 시스템의

단점들에 주목하고 개선하고자 광학소자가 아닌 반도체

집적 회로에 기반을 둔 영상 획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하였다. 완성된 시스템의 상용화를 염두에 두
어서 여러 반도체 공정들 중에서도 CMOS 공정을 가지고
영상 검출기를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회로 설계

본 논문에서 개발한 검출기의 회로도가 그림 1에 나타
나 있다. 게이트 폭이 1.5 μm이고, 길이가 6 μm인 두 개
의 NMOS 소자를 차동(differential)으로 구성하고, 두 NM-
OS의 소스 부분에 마이크로스트립(microstrip)에 기반한
전송선을 배치하였다. 검출기가 수동으로 동작하기 때문
에 소스를 바라보았을 때에 매우 큰 임피던스가 보인다. 
따라서 직렬 전송선과 단락 스터브(short stub)로 차동임
피던스 100옴 정합을 하였다. 출력단은 두 NMOS의 드레
인을 묶어서 형성된 가상 접지 노드(virtual ground)로 구
성되었다. 이 구조에서 NMOS의 CGD가 게이트와 드레인

간의 AC 신호 경로를 형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어진
회로는 기본적으로 square-law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NMOS의 드레인에는입력 신호에 비례하는

그림 1. 검출기의 회로도
Fig. 1. Schematic of detector.

DC 성분이 발생하게 되며, 앞서 형성된 가상 접지 노드
에서 검출이 가능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square-law 동작
은 수동 동작이며, 이에 따라 별도의 VDD는 필요하지 않

게 된다[1]. 단지 게이트 바이어스의 경우 검출 효율이 소
자의 게이트 전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최적의 효율을
가져오는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자의 문턱 전압 근방에서 square-law 효율
이 최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회로에서도 이
에 기반하여 0.4 V의 게이트 바이어스를 인가하였다.  

Ⅲ. 측정 결과

제작된 칩 사진은 그림 2와 같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작된 회로는 앞서 기술한 검출기 회로와 함께 차

동 신호를 싱글엔드형(Single-ended) 신호로 변환하기 위
한 삽입 손실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1 dB인 merchant 밸런
(balun) 및온웨이퍼프로빙을위한패드가 추가되어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검출기는 그 출력 값으로 DC 전

압을내보낸다. 그러나, DC 근방 주파수에는 플리커 잡음
(Flicker noise)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출기에서 출력되는
DC 신호는 이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영향을 줄
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검출기 입력 신호를 전기적으로

AM 변조하거나 기계적인 초핑(chopping)을 이용하여 측
정되는 신호를 플리커 잡음의 크기가 작아지는 다소 높

은 주파수 대역으로 천이시키는 방식이 적용된다. 본 연
구에서는 영상획득을 위한 신호 발생기의 출력을 AM 변
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검출기의성능은일반적으로반응도(Responsivity)와 NEP 

(Noise Equivalent Power)로 나타내어지게 된다. 이 두 가

그림 2. 칩 사진

Fig. 2. Chip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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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정 셋업의 다이어그램
Fig. 3. Block diagram of measurement setup.
 

지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은 셋업을구성하여
측정을 실행하였다. 반응도는 오디오 신호 분석기로 측정
한 검출기의 출력 전압과 파워미터로 측정한 RF 전력 입
력신호의 비로서 얻어지며, 그 측정 결과가 그림 4에 나
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285 GHz에서 2,270 V/W의
최대반응도를보임을알수있다. NEP는 NSD(Noise Spec-
tral Density) 값을 반응도로 나눈 값으로, 그림 5는 주파수
에 따른 NEP의 측정 결과이다. 285 GHz에서 38 pW/Hz1/2 

의 최소값을 보이고 있다. 공정사에서 제공된 모델이 고
주파 대역에서 부정확하여 시뮬레이션과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영상은 특정 물체를 일정한 RF 신호원을 가지고 2차원

적으로 스캔하며 투과할 때, 각각의 감쇠한 RF 신호들을

그림 4. 제작된 검출기의 반응도(responsivity) 측정 결과
Fig. 4. Responsivity measurement result of the fabricated de-

tector.

그림 5. 제작된 검출기의 NEP 측정 결과
Fig. 5. NEP measurement result of the fabricated detector.

출처 공정
주파수

[GHz]
최대반응도

[V/W]
최소 NEP
[pW/Hz1/2]

2011 OE [2] 130-nm CMOS 300 5,300 10
2011 IMS [3] 65-nm CMOS 1,000 800 66
2011 RFIC [4] 65-nm CMOS 650 1,930 17
2012 IMS [5] 45-nm CMOS 300 8,400 67
본 연구 65-nm CMOS 285 2,270 38

표 1.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동작하는 검출기와 성능 비교표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detectors operating at 

terahertz band.

 

검출기로 감지하여 그 정도를 평면좌표에 일대일 대응시

키는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 발생
기에서 발생된 신호를 주파수 체배기를 이용하여 300 
GHz 대역으로 올린 RF 신호를 영상 신호원으로 사용하
였다. 혼안테나(horn antenna)를 통해 방사된 300 GHz 신
호는영상 획득 대상물체를통과한후, 다시혼안테나를
통해 검출기로 인가되어 검출되게 된다. 대상 물체의 2차
원 스캔은 무빙 스테이지(moving stage)를 이용하여 이루
어졌으며, 검출된 신호를 각각의 좌표에 일대일 재배치함
으로써 2차원 영상이 획득되었다. 그림 6은 이와 같은 과
정을 위한 영상 획득 셋업의 개념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실제 사용된 셋업의 사진이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이 셋
업을 이용하여 약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획득된

영상의 예로서, 플로피 디스크의 영상이 그림 8에 보여지
고 있다. 테라헤르츠 대역 주파수의 뛰어난 투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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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영상 획득 셋업의 다이어그램
Fig. 6. Block diagram of image acquisition setup.
 

그림 7. 영상 획득 셋업의 사진

Fig. 7. Photograph of the image acquisition setup.

 

으로 인해플로피디스크의내부가잘드러나보임을알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MOS 65-nm 공정을 이용하여서 300 
GHz 근방에서 작동하는 검출기를 제작하였다. 동작 대역
내에서 반응도와 NEP는 각각 2,270 V/W의 최대값과 38 
pW/Hz1/2의 최소값을 보였으며, 300 GHz 대역에서의 영

그림 8. 제작된 검출기로 얻은 영상
Fig. 8. Image acquired by the fabricated detector.

상 획득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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