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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자장비 내방사화 기술의 새로운 효율적 접근방법인 전원제어형 방호장치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

하는 고속 반도체 센서를 개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펄스방사선에 의한 다이오드 내부에서의 생성 전하

를 계산한 후 TCAD로 모델링하여 42 µm 진성층의 실리콘 에피텍시 웨이퍼 기반의 고속 신호탐지용 PIN 다이오드 

센서를 다양한 구조로 설계하였다. PAL의 Test LINAC의 전자빔 변환 감마방사선 4.88E8 rad(Si)/sec에 대한 실측시

험에서 소자의 면적에 비례하는 광감도와 응답속도 증가 결과를 얻었으며 포화특성과 소자의 균일성을 기준으로 2 
mm직경의 센서를 최적으로 판단되었다. 선정 센서를 대상으로 한 펄스감마선 고출력 범위(2.47E8 rad(Si)/sec ∼ 

6.21E8 rad(Si)/sec)로 선량률 가변시험에서는 개발한 소자가 시험장치의 고 선량률 영역에서 전원제어 신호처리에 

충분한 60mA 이상의 광전류 피크값과 함께 350 ns 이하의 고속 응답특성을 가지는 선형적 센서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fabricated a high-speed semiconductor sensor for use in power control device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with pulsed radiation tests. At first, radiation sensitive circular Si PIN diodes with various 
diameters(0.1 mm ∼5.0 mm)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using Si epitaxial wafer, which has a 42 µm thick intrinsic 
layer. The reverse leakage current of the diode with a radius of 2 mm at a reverse bias of 30 V was about 20.4 nA.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responses of the developed diodes, the pulsed gamma-radiation tests were performed with 
the intensity of 4.88E8 rad(Si)/sec. From the test results showing that the output currents and the rising speeds have a 
linear relationship with the area of the sensors, we decided that the optimal condition took place at a 2 mm diameter. 
Next, for the selected 2 mm diodes, dose rate tests with a range of 2.47E8 rad(Si)/sec to 6.21E8 rad(Si)/sec were 
performed. From the results, which showed linear characteristics with the radiation intensity, a large amount of 
photocurrent over 60mA, and a high speed response under 350ns without satura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our 
developed PIN diode can be a good candidate for the sensor of power control devices.

키워드 : 펄스방사선, 핀다이오드, 선량률, 광전류, 강도

Key word : Pulse radiation, PIN diode, Dose rate, Photocurrent,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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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3년 1월 우리나라는 나로호의 발사에 성공함으

로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금년 1월에는 2020년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 발사를 목

표로 달탐사 연구개발에 착수함으로서 머지않아 우주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권을 벗

어난 지구주변과 우주공간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방사되

는 고에너지의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인공위성이나 우

주선이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고준위 방사선으

로 부터의 피폭은 반도체 소자에 과도한 전하를 제공하

여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며, 나아가 전자장비 전체의 

기능마비나 오동작을 유발하게 된다[1-3]. 
이러한 펄스방사선의 피해는 군 분야에서도 중요하

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핵폭발 시 발생되는 펄스방

사선이 군 전자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펄스방사선효과(Transient Radiation Effects 
on Electronics, TREE)에 의해 유발되는 군 무기체계의 

심각한 피해는 주로 초기에 발생하는 높은 에너지와 선

량을 가지는 즉발 감마 펄스선(Prompt gamma pulse)[2]
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펄스 감마방사선은 전

자소자나 장비에 Upset, Latchup, Burnout 등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경우 복구 불가능한 치명적 손

상을 입히거나 군장비의 전체 기능마비로 이어지기도 

한다[4]. 전자소자를 방사선으로부터 방호하는 내방사

선(Radiation hardening) 연구는 냉전(Cold war) 시대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우

주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급성장하였으며 NASA나 

SNL(Sandia National Laboratory), ESA와 같은 국가기

관과 대학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전원제어를 통한 효율적이고 내방사선 

기술이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서는 펄스방사선 

고속 탐지용 반도체 센서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박막의 실리콘을 이용한 PIN 다이오드 센서는 완

전 공핍화 전압을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핑 

농도 변화에 따른 다이오드 동작 특성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5-7]. 박막으로 인한 공정상의 

문제점은 CZ법으로 길러낸 고농도 실리콘 기판 상에 

FZ법으로 성장시킨 고저항 박막 에피텍셜 실리콘층 

형태의 웨이퍼로 극복이 가능하여, 이러한 형태의 센

서는 방사선 탐지 및 내방사선화 연구에 활용되고 있

다[8].
본 연구에서는 전원제어식 내방사선 장치용 펄스방

사선 고속 검출센서 개발을 위해 실리콘 에피텍시 웨이

퍼를 사용하여 고속 PIN 다이오드를 설계 제작하고 펄

스방사선에 대한 반응특성을 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

다.  먼저, 다양한 면적으로 공정 제작한 다이오드를 일

정 세기의 방사선에 조사(Irradiation)시키면서 감도와 

반응속도를 평가하였고, 최적 구조로 선정된 센서에 대

해 펄스방사선에 세기별 특성변화를 분석하여 고속 펄

스방사선 센서로서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Ⅱ. 펄스방사선 탐지용 센서 설계 제작

2.1. 펄스방사선 탐지센서 모델링

일반적인 전자소자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선량률 준

위와 실측시험이 가능한 국내 고준위 펄스발생 전자빔 

장치를 고려하여 펄스 감마선률 약 1E8 rad(Si)/s을 산

정하고, 이 펄스가 반도체 센서에 조사되었을 때 발생

되는 전자-정공쌍(Electron-Hole Pair, EHP)을 고속으

로 탐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센서를 설계하기 

위해 먼저 수식을 전개하였다. 설정한 펄스감마선율로

부터 발생되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    × ∙   (1)

이 에너지에 의해 센서 내 생성 전자-전공쌍의 수는 

×∙  가 되며, 이 값을 이용하면 

다음 식을 통해 다이오드 형태의 방사선 탐지센서 특성 

설계가 가능해진다. 




∙exp                      (2)

여기서, G는 전자-정공쌍의 생성율, P0는 입사된 빛

의 세기로 단위면적당 입사되는 선량, h는 플랑크 상수, 
ν는 빛의 주파수이다. 전개한 수식으로부터 도출된 광

전 변수들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TCAD)을 

사용하여 반도체 소자의 정밀설계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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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센서 설계 및 공정제작

펄스방사선을 고속으로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구현

하기 위해 수치적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한 

직경 2 ㎜의 실리콘 PIN 다이오드 소자의 평면 및 단면 

구조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소자 공정제작에는 두께 

380 µm의 4인치 <111> 방향의 고농도의 As가 주입된 

후막 n+ 실리콘 기판 위에 고저항 특성의 42 µm  두께

의 박막 n- 실리콘 에피층이 성장된 웨이퍼를 사용하였

다. 기판과 에피층의 비저항은 각각 0.004-0.008 ῼ·㎝
와 2,000 ῼ·㎝이다. 제작은 다이오드 소자를 주위와 전

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해 소자가 제작될 활성영역을 형

성하고, 그 밖의 영역은 두꺼운 산화막을 성장하는 

LOCOS 공정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활성영역에 이온주

입 시 표면 손상을 줄이기 위한 얇은 산화막 증착공정

을 진행한 다음 다이오드의 양극이 형성될 활성영역과 

누설전류 억제를 위한 가드링(Guardring) 영역에 붕소

이온을 1E15/㎤, 50 KeV의 조건으로 주입하여 p+ 영역

을 형성하고 열처리로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소자 표면 

보호용 산화막 증착 후, 금속화 공정을 위하여 양극이 

형성될 p+ 영역의 산화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고 

TiN/Al을 증착하였다. 음극의 형성을 위하여 웨이퍼의 

후면의 n+ 영역 전체에는 Ti/TiN/Al을 증착하였다.

그림 1. 42 um 고저항 에피층 성장 실리콘 기판을 이용한 PIN 
다이오드 단면도 

Fig. 1 Cross section of Pin-diode with 42um high resistivity 
silicon epitaxial wafer

0.0 0.2 0.4 0.6 0.8 1.0
0.000

0.002

0.004

0.006

0.008

0.010

 2mm
 1mm
 0.5mm

C
ur

re
nt

 (A
)

Voltage (V)

그림 2. 제작 소자의 전기적 특성곡선

Fig. 2 Electrical characteristic curves of the fabricated 
sensors

고정된 단면과는 달리 직경은 0.2 ㎜, 0.5 ㎜, 1.0 ㎜, 
2.0 ㎜, 3.0 ㎜, 5.0 ㎜으로 구분하여 6가지의 수광 면적

으로 제작하였다. 펄스방사선 조사시험에 사용할 개별

소자를 위해 다이싱(Dicing) 공정 후, 캔형으로 패키징 

하였다. 공정이 완료된 PIN 다이오드 소자에 대해 반도

체변수측정기(HP-4156)로 측정한 순방향 전류-전압

(I-V) 특성이 그림 2의 그래프이다. 순방향 전압(VF)은 

직경 0.5 ㎜에서는 0.9 V, 직경 1 ㎜에서는 0.78 V, 2 ㎜
에서는 0.72 V로 직경이 클수록 낮은 값을 보였고, 잡음

성분으로 작용하는 역방향 누설전류는 2 ㎜의 경우 

20.4 nA로 안정된 특성을 보였다[9].  

Ⅲ. 센서 구조별 펄스방사선 응답특성

3.1. 펄스 방사선 조사시험

다양한 면적으로 제작한 PIN 다이오드 센서에 대한 

펄스방사선 성능분석 시험은 포항가속기연구소의

(PAL) Test LINAC에서 그림 3과 같이 구성한 온라인 

실시간 측정장치를 통해 진행되었다. 
2 μm 펄스폭으로 발생된 단일 펄스(Single pulse) 전

자빔은 최대 에너지 60 MeV, 평균 빔전류 150 mA 
(±10%)이며, 텅스텐 변환기(Converter)를 거쳐 펄스 감

마선으로 전환된 다음 PIN 다이오드 센서로 조사된다. 
MCNP 모사로 계산한 최대의 감마 방사선량 발생  조건

은 텅스텐 두께 6㎜일 경우이며, 이때의 변환 감마선의 

평균 에너지는 1∼2 MeV 범위, 선량률은 약 4.88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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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Si)/sec였다. 이 값은 센서 설치위치에서 반도체측정

기와 TLD(Thermoluminescent Dosimeter)를 통하여 실

측한 방사선량과 거의 유사하다. 그림 3에서와 같이 다

양한 면적의 센서를 빔 조사 공간 내 XYZ 스테이지에 

10㎜간격으로 일렬 배열한 다음 원격제어를 통해 빔 진

행 방향(Z)에 대해 수직(Y)으로 스테이지를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조사실험을 진행하여 시험시간 단축과 

함께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3. 제작 소자에 대한 펄스감마선 조사시험

Fig. 3 Pulse irradiation tests with fabricated sensors

3.2. 센서의 펄스방사선 출력 특성

그림 4는 하나의 센서 어레이를 대상으로 수행한 시

험결과로서 입력 펄스방사선에 대한 센서 출력신호를 

센서의 직경별로 기록한 것이다. 방사선 조사 직후 고

속으로 상승한 후 상대적으로 느린 하강시간을 갖는 펄

스형태의 출력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 그래프로 

부터 센서 면적별 광전류 최대값과 상승시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정리한 그림 5와 그림 6은 첨두전압의 

평균값과 출력펄스의 상승시간 평균값을 센서 면적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그림 5는 센서의 광전류 순간 출력

량이 센서 면적 증가에 따라 초기에는 급격히 증가하나 

2㎜ 직경 이상에서는 포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리고 그림 6에서는 센서 면적에 반비례하여 출력신호의 

상승시간의 짧아지나 넓은 면적으로 갈수록 상승시간

이 역시 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면적별 제작 센서에 대한 펄스방사선 출력 광

전류의 감도특성과 고속 반응특성 시험 결과분석에서 

신호의 포화특성과 소자 공정조건의 안정화 측면에서 

직경 2㎜의 PIN 다이오드가 펄스방사선 탐지용 센서로

서  최적의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센서 구조에 따른 출력 펄스 파형

Fig. 4 Output pulse shapes of sensors with various 
diameters

그림 5. 센서 직경별 출력 광전류 크기

Fig. 5 Saensor peak current with various diameters

그림 6. 센서 직경별 상승시간

Fig. 6 Rising Time with various di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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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펄스방사선 세기별 센서 출력특성

다음으로 일정 선량률에 대한 면적별 광 출력량과 응

답속도 시험을 통해 선정된 2㎜직경의 PIN 다이오드 센

서를 대상으로 펄스 감마선의 세기 변화에 따른 센서 출

력특성 분석시험을 진행하였다. 조사 감마선률은 전자

빔장치 최대출력 범위(2.47E8 rad(Si)/sec∼6.21E8 rad 
(Si)/sec)로 설정하였고, 시험방법은 앞서 수행한 면적별 

조사시험과 유사하게 진행하였다. 선량률은 센서 어레

이 보드를 장착한 XYZ 스테이지를 의 Z-방향 이동하여 

텅스텐 변환체와 센서간 거리 변화를 통해 조절하였다. 

그림 7. 선량별 센서 출력 결과

Fig. 7 Sensor output characteristics to the various dose 
rate

조사 선량률별 선정 센서(2㎜ x 2㎜)의 출력 특성을 

그림 7에 동시에 도시하였으며, 펄스방사선 특성의 정

량적 분석을 위해 출력 광전류량과 응답시간에 대해 각

각 그림 8과 그림 9로 다시 정리하였다. 그림 8의 결과

는 조사된 펄스방사선 세기에 따라 센서 광전류 출력이 

증가됨을 나타내고, 그림 9의 그래프는 방사선의 선량

률 증가에 따라 응답특성도 빨라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상의 선량률 시험을 통해, 최적 조건으로 설계 제

작한 2㎜직경의 PIN 다이오드 센서가 PAL 전자빔 변환 

펄스감마선 장치의 최대 출력영역에서 포화현상 없이 

선형적 응답특성을 나타내는 센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더불어 가용 선량률 범위에서 60mA 이상의 높은 광

전류 피크값과 함께 350 ns 이하의 고속 응답특성을 지

니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림 8. 선량별 센서 출력량

Fig. 8 Sensor peak current to various dose rate

그림 9. 선량별 센서 응답시간

Fig. 9 Sensor response time to various dose rate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자장비 내방사화 기술의 새로운 효

율적 접근방법인 전원제어형 방호장치에서 핵심 기능

을 수행하는 고속 반도체 센서를 개발하고 특성을 분석

하였다. 
먼저, 펄스방사선에 의한 다이오드 내부에서의 생성 

전하를 계산하여 실리콘 에피텍시 웨이퍼 기반의 고속 

신호탐지용 반도체 센서를 다양한 구조로 설계하였다. 
PAL 전자빔 변환 펄스 감마방사선으로 구조별 제작 소

자에 대한 고정 선량률 실측시험에서 소자의 면적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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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하는 광감도와 응답속도 개선결과를 얻었으며 포화

특성과 소자의 균일성에 근거하여 2㎜ 직경의 센서가 

최적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선정 센서를 대상으로 펄스감마선 고출력 

범위(2.47E8 rad(Si)/sec ∼ 6.21E8 rad(Si)/sec)로 조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PIN 
다이오드 센서가 시험장치의 고 선량률 영역에서 전원

제어 신호처리에 충분한 60mA 이상의 광전류 피크값

과 함께 350 ns 이하의 고속 응답특성을 가지는 센서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한 센서를 장착한 전원 

제어식 방호장치에 대해 내방사선 기능 검증시험을 진

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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