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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S 대 CCD :
성숙한 기술, 성숙한 시장
어느 형태의 이미지 센서가 비용 대 성능비가 더 우수한 지를 결정하는 요
소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 by Dave Litwiller, Dalsa )

CCD 와 CMOS 이미지 센서는 이동전화, 자동차 안전, 인증, 보안 장비 같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 위의 그림 참조 )
CCD 와 CMOS 이미지 센서 기술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발명되었
다. 그때는 CMOS 성능은 석판술 기술의 한계로 제약을 받아서 이후 25년
동안 CCD 가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10년 전에 CMOS 이미지 센서가 CCD
기술의 경쟁자로 부상하게 된 논쟁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1. CMOS 제조의 석판술과 공정 관리 수준이 향상되어 CMOS 이미지 센
서 품질이 CCD 품질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2. 이미지 센서로서의 관련 기능들을 하나의 die 에 통합해서 cameraon-a-chip 또는 system-on-a-chip 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소비 전력 감소
4. 통합과 소비 전력 감소의 결과로 인한 시스템 크기 감소
5. 논리 및 메모리 소자 제조와 동일한 CMOS 생산 라인 사용이 가능하
게 되어 CMOS 이미지 센서 제조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다.
CMOS 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주장 중에는 단일 전원으로 동작하며 이미지
센서로 region-of-interest 나 windowing-read-outs 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포
함된다.
CMOS 와 CCD 기술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떤 예측은 사실로 판명 되
었다. 다른 예측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되었다. 오늘날 두 가지 형태의
이미지 센서에 대한 산업은 활기에 넘친다. 기술과 사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
는 CMOS 와 CCD 이미지 센서 기술의 상대적인 장점과 기회를 검토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 CCD/ CMOS/ 광자를 전자로 변환/ 전하를 전압으로 변환/ CCD 는
광전하를 화소에서 화소로 이동시키고 출력 node 에서 전하를 전압으로 변
환시킨다. CMOS 이미지 센서는 각각의 화소 안에서 전하를 전압으로 변환
시킨다.

CCD 의 직선 길
CCD 기술은 device 디자인, 재료, 제조 기술에서 계속 발전하였다. CCD 이미
지 센서는 양자 효율이 꾸준히 향상되었고 dark current 와 화소 크기, 작동
전압 ( 전력 소비 ) 는 감소되었고 신호 처리는 개선되었다. 그리고 관련
회로는 더욱 집적되어서 CCD 는 사용하기 더 쉬워지고 시장에 출시하는
시간도 단축되었다. 현재 CCD 는 적은 전력으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며
카메라 시스템의 크기도 작게 만든다.
오늘날 CCD 는 전문적인 사진, 산업, 과학, 의료 및 군사/ 항공 우주 분야
같은 고성능 용도뿐만 아니라 이동 전화, 캠코더, 소비자용 디지털 카메라
같은 대규모 용도에서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림 ) 오늘날의 CMOS 이미지 센서로 오는 길
Fill factor 를 높이기 위한 노력→ 석판술 기술의 향상→ 최소 배선 폭의 감
소와 화소 수의 증가→ on-chip 디지털 통합의 증가→ 잡음 문제와 다른 문
제들→ 개발비와 디자인 복잡성의 증가→ digitally assisted analog design 으
로 변화→ CMOS 이미지 센서에 최적화된 제조 공정
CMOS 의 구불구불한 길
CCD 와 비교해서 CMOS 이미지 센서 기술의 발전은 최근 더 빠르고 급격히
이루어졌다. CMOS 이미지 센서의 성능 향상은 fill factor 개선과 함께 시작
되었다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
이미지 센서 화소 구조의 성능과 유연성은 각각의 빛을 감지하는 화소의 면
적과 경쟁하는데 그것은 CMOS 이미지 센서는 일반적으로 각 화소 안에 빛
에 민감하지 않은 transistor 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Fill factor 를 높

이고 화소를 더 작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10년 전의 0.5µm 이나 그 이상
이던 최소 배선 폭을 향상시켰다. CMOS 이미지 센서는 가장 발전된 device
에서는 제조 공정 기술이 0.35µm 와 0.25µm 에서 0.18µm 까지 되었으며
더욱 작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Fill factor 와 광 감도를 향상시키는 석판술
기술의 발전으로 chip 의 디지털 통합 기회가 증가한 것은 transistor 소형화
가 회로 통합 기능에 필요한 전력 소비와 die 크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CMOS 기술이 석판술 발전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비교적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점진적으로 석판술 밀도가 높아지면서 개발비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각 제조 technology node 에서 reticle 비용이 상승된 것이 주요한 이
유이다. 그리고 transistor 크기 소형화가 디지털 통합을 촉진시키지만 통합은
디자인 생산성보다 디자인 복잡성을 더 빨리 증가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대규모 첨단 기술 통합을 위해서 디자인 복잡성이 디자인 생산성을 능가하
게 됨으로써 점진적으로 1 micron 이하로 내려가는 CMOS 이미지 센서 디자
인, 특히 디지털 on-chip 통합 증대와 관련된 디자인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
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on-chip 통합이 확대되면 switching transients 가 아날로그 신호
경로와 일부 디지털 신호 경로에 까지 잡음을 발생시켜서 noise coupling 문
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디지털 통합의 noise coupling 은 이미지 품질 향상과
모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복잡성, 디자인 주기 존속 기간과 잡음
때문에 디지털 통합이 CMOS 이미지 센서의 석판술 궤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다.
CMOS 센서 디자인이 1 micron 이하로 내려가면서 직면하는 보다 중요한 피
할 수 없는 도전은 집적 회로의 아날로그 부분이다. 마이크로 전자 공학 제
조 기술이 고 밀도화 되면서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회로 성능은 나빠진다.

( 그림 ) lens→ color filters→ pixel array→ analog signal chain / digital
control→ A/D→ digital signal chain→ out
CMOS 이미지 센서는 chip 에 더 많은 카메라 기능을 탑재해서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크기와 편리성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CMOS 의 초기 예측 / 문제점 / CMOS 대 CCD 결과
CCD 와 동등한 이미지 성능/ 초기 예상보다 월등히 많은 공정 개조와 1
micron 이하 석판술 필요함/ 오늘날 두 기술 모두 고성능이 가능하지만 개
발 비용은 CMOS 기술이 CCD 기술보다 더 많이 소요됨
On-chip 회로 통합/ 개발 주기 장기화, 비용 증가, 작동시 잡음과 유연성의

균형/ CMOS 의 통합도가 CCD 보다 우수. 그러나 아직도 companion IC 는
두 가지 모두 필요
소비 전력 감소/ CCD 의 계속된 개선으로 CMOS 와의 격차 축소/ CMOS 가
CCD 보다 우수
imaging subsystem 크기 감소/ 렌즈, companion chip, packaging 이 imaging
subsystem 크기의 주요 요소임/ 동등함
논리및 메모리 foundry 를 사용한 규모의 경제/ 광범위한 공정 개발과 최적
화 필요/ 오늘날 논리 및 메모리 생산 라인이 CMOS 이미지 센서 생산에 보
통 사용되지만 공정은 CCD 제조와 유사하게 많이 개조되었다.
0.25µm 및 그 이하 기술의 경우에는 공급 전압은 5-V 수준 이하로 내려가
서 대부분의 이미지 센서에 관련된 신호 레벨의 dynamic range 를 압박하게
된다. 0.35µm 이하에서는 transistor 성능의 선형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선형성과 dynamic range 의 감소가 결합해서 아날로그 회로의 정확성을 손
상시킨다. 누설 전류와 complementary circuit matching 문제 같은 다른 아날
로그 성능 문제가 제조 기술이 고 밀도화 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
1 micron 이하 CMOS 의 아날로그 성능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센서와
회로 디자인의 상당한 변경이 필요했다. 기술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회로 소
자의 정확성과 속도 요구를 디지털 circuit blocks 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아
날로그 및 혼합된 신호 회로 기능들을 재 배분하는 digitally assisted 아날로
그 디자인으로 이동했다.
일반적인 예는 속도 집약적인 작업을 디지털 영역으로 전환해서 관련된 아
날로그 기능들이 낮은 대역 폭과 잡음 레벨에서 동작하게 하는 것이다. 정확
성과 어떤 속도 요구 사항을 디지털 회로 소자로 이동시키는 것은 CMOS 성
능 전반의 양상을 상당히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용도에서는 그런 고성능 digitally assisted 회로 디자인과 관련
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CMOS 이미지 센서의 디자인, 전기 광학적 성능,
제조에 관련된 모든 경합하는 힘을 완전히 포용하는 digitally assisted 아날
로그 구조를 개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제조 공정은 CMOS 센서 성능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당히 발전했다. 표준
적인 논리나 메모리 공정을 재 사용하거나 약간 개조한다는 초기의 생각으
로부터 최적의 CMOS 이미지 센서 공정을 향한 반복적인 여정이 있었다. 이

런 공정 기술은 모든 경합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종종 mask
layer 와 공정 단계의 수에 있어서 복잡하게 되었다.
CMOS 이미지 센서가 표준 메모리나 논리 제조 공정과 멀어지게 된 것은 광
학적 적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소 화합물과 유전체로 변화하면서 시작되
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변화가 일어났다 :
• optical stack height 를 낮추고 구조를 개선해서 양자 효율, off-axis 이미지
품질과 color fidelity 를 향상시킨다
• pixel implants 와 깊은 depletion regions 을 도입해서 photodiode 와 SiSiO₂ 인터페이스 성능을 제어함으로써 누설 ( dark ) 전류와 잔상에 영향을
미친다
• 상호 연결은 물론 아날로그와 디지털 transistor 특성을 동시에 관리한다.
대용량 이미지 센서 사용에 필요한 수준으로 전기 광학적, 아날로그 및 디지
털 성능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은 비싼 계획이었다. 최소 배선 폭을 줄이기
위한 석판술의 발전은 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전기 광학적 및
아날로그 성능을 위한 비례 축소가 parametric modeling 이나 simulation 에
적합하지 않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각 석판술 node 에서의 공정 최적화는
일반적으로 simulation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reticles 과 실리콘으로 실
험과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상당한 비용을 들인 CMOS 이미지 센서 제조 공정 최적화의 이익은 captive
foundry 를 갖고 있는 제조 업체들에게 돌아갔다. 공장이 없는 업체들도 일부
는 성공을 했지만 큰 성공을 거둔 것은 공장을 가진 업체들이었다. 공장을 가
진 업체들은 공정 엔지니어들의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제조 공정
을 맞춤화하기가 더 용이했다.
CMOS 이미지 센서 개발과 생산에서 공장을 가진 사업 모델과 공장이 없는
사업 모델 모두에게 실행 가능한 역할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CMOS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생산 이동을 쉽게 하려던 원래의 생각은 CCD 산업에
서 보았던 것과 유사하게 특정 공장과의 보다 밀착되고 적합화된 관계 때문에
실패했다.

CCD 와 CMOS 기술
다양한 대용량 용도에 필요한 성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날 CMOS
이미지 센서 화소 디자인과 제조 기술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욱 CCD 기술과 가깝게 닮아 있다. 통합과 소비 전력이 CMOS 기술의 결정
적인 장점인 반면, CCD 는 비용 효과가 높은 개조와 성능에서 우수하다.
초기의 전망과는 반대로 가공 처리된 웨이퍼 비용은 CMOS 의 장점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웨이퍼의 크기, 규모의 경제, 특수한 공장 비용 모델이 어느
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선호하게 하는 더 큰 요소가 될 수 있다. 웨이퍼 크기
에 상관없이 fill factor 와 다른 이유로 CMOS 가 1 micron 이하의 기술로 이
동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 첨단화가 덜된 제조 공정과 비교해서 ) 제조
과정의 공정 제어와 청결이 가능하게 되어 특히 die 면적이 큰 센서의 경우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CCD 기술의 성능은 CMOS 기술 만큼 석판술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이 주장
은 많은 전자식 shuttering 이미지 센서 구조에 아직도 적용되지만 특히
line-scan, time-delay-and-integration 과 full-frame 이미지 센서의 경우에는
더욱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특수 용도의 성능 차별화 비용은 센서 디자인과
제조 공정 모두 CMOS 보다 CCD 기술이 저렴하다.
CMOS 는 통합, 저전력 소비, single-voltage-supply 에 대한 약속을 이행했고
집중적인 반복 공정 설계와 device 디자인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이미지 품
질을 가능하게 했다. CMOS 기술은 부분적으로는 전통적인 아날로그 기능을
digitally assisted 재배분 함으로써 parallel readout 구조가 센서를 구현하는
데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고속 이미지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전
자식 shuttering 구현 기술의 유연성은 interline-transfer CCD 와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공 처리된 실리콘의 개당 생산 단가에서는 ( 원래 생각했던 만큼 ) 한 기
술이 다른 기술에 비해 월등하게 우위에 있지는 않다. CMOS 이미지 품질을
CCD 와 동등한 수준까지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공정 설계와 제조 단계에는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비싼 웨이퍼 공정이 필요했다. 어느 기술을 선택하
는가 보다는 사업 경제학과 특정 공장의 경쟁 동기가 비용에 더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경우가 자주 있다.

( 그림 ) CCD 와 CMOS 이미지 센서의 제조와 디자인은 발명된 후 상당히
변화되었다.
CMOS 와 CCD 이미지 센서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웨이퍼 크기에는 차이
가 현저하게 나는 경향이 있으며 크기는 제조 업체가 자기 공장이 있는지
또는 없는 지와 감가 상각된 논리나 메모리 생산 설비를 개조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CMOS 이미지 센서용 200mm 웨이퍼 생산을 할 수 있는 제3자
공장이 많이 있으며 반면에 CCD 는 150mm 웨이퍼 라인에서 흔히 생산된
다. CMOS 와 CCD 이미지 센서의 captive 생산은 150mm, 200mm, 와
300mm 라인에서 이루어진다.
웨이퍼의 크기가 커지면 가공된 실리콘의 단위 면적당 인건비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CCD 나 CMOS 용 대구경 웨이퍼의 입수 가능성이 전반적인 생산
경제학에서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제조 비용은 이용 가능
한 웨이퍼 공정 형태와 후속 생산 물량이 선불한 개발비를 감당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앞에 놓인 길
지난 몇 년 동안 CMOS 와 CCD 이미지 센서 기술 개발은 소비자용 디지털
카메라의 성장은 물론 수백만 대의 이동 전화 전망이 상당 부분 촉진시켰다.
CMOS 와 CCD 이미지 센서가 상당 부분의 이동 전화에 디자인 되고 디지
털 사진 시장이 성숙하게 되면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겼다 :
이후에는 무엇이 큰 시장이 될 것이며 그것은 이미지 센서 기술을 어떤 모
습으로 만들 것인가?
단위 물량으로써 이동 전화에 비교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을 것인지는 불확
실하지만 이미지 센서 기술의 성장과 발전은 계속될 것이다. 가장 크게 생
겨나는 물결 중에는 자동차와 보안 분야이다. 이미지 센서의 자동차 차량내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안전 장치용 사용이 증가한다. 또한 보안,
감시, 인증과 접근 통제를 위한 지능 내장 센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시장은 센서 통합과 견고성을 더욱 발전시킬 것 같으며
packaging 기술 발전에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지난 10년 동안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는 상당한 – CCD 기술보다는 CMOS
에서 더 많은 - 개편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고객, 종업원과 투자자들에게 이
로운 보다 안정된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 선동은 안정에 굴복했다. 또한 오
늘날 CMOS 와 CCD 기술 성능 수준과 - 센서 시험, 조립, packaging 에
관련된 기술에서는 – 두 가지 이미지 센서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장은 혼
란기와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만들어내는 보다 파괴적인 기술이나 용도의
전환보다는 현재 생산자들의 능력에 더 많이 좌우될 것 같다.
작가를 만나시오.
Dave Litwiller 는 캐나다 Ontario 주, Waterloo 에 있는 Dalsa 의 부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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